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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몬경
니파이의 판에서 취한

판 위에

몰몬의 손으로

기록한 기사

그러한즉, 이것은 니파이 백성과 또한 레이맨인의 기록의 요약이니－곧
이스라엘백성의남은자들인레이맨인과또한유대인과이방인을위하여기
록된 것이요－계명으로 말미암아, 또한 예언과 계시의 영에 의하여 기록된
것이니라－기록된 후에는 인봉되었고, 파괴되지 않도록 주께로 감춘 바 되
었나니－이는 장차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번역되어 나아오게 하려 함이
요－모로나이가 손수 인봉하여 주께로 감추었으니, 이는 장차 정한 때에 이
방인으로 말미암아 나아오게 하려 함이라－이 기록의 번역은 하나님의 은사
로말미암느니라.

또한 이더서에서 취한 요약이니, 이는 야렛 백성의 기록이요, 야렛 백성은
사람들이 하늘에 닿을 탑을 쌓고 있을 때, 주께서 백성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때에흩어진백성이라－이기사는이스라엘집의남은자들에게,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이고, 또 그들로 주의
성약을 알게 하며, 그들이 영원히 버림받은 것이 아닌 줄 알게 하려는 것이
요－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예수는그리스도시요영원하신 하나님으
로, 모든 나라에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것을 확신시키려는 것이니라－이에 이
제, 만일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실수라, 그러한즉, 너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흠없는자가될수있도록하나님의것을정죄하지말지니라.

조셉스미스이세가
판에서영어로옮김

1830년미국뉴욕주팔마이라에서
영문초판이출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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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몰몬경은 성경에 비교할 수 있는 거룩한 경전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
대륙의 고대 주민들에게 행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며 여기에는 충만하

고영원한복음이실려있다.
이 책은 많은 고대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과 계시의 영으로 기록되었다. 금

판에기록된그들의말씀은몰몬이라이름하는한선지자요역사가에의하여
인용되고 요약되었다. 이 기록은 두 위대한 문명의 기사를 전하고 있다. 이들
중 하나는 기원전 600년에 예루살렘에서 왔으며, 후에 니파이인과 레이맨인
이라고하는두민족으로나뉘어졌다. 또다른하나는훨씬일찍즉주께서바
벨탑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을 때 왔다. 이 무리는 야렛인으로 알려져 있
다. 수천 년이 지난 후 레이맨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이 멸망되었으며 바로 이
들레이맨인이아메리카인디언의주된조상이다.

몰몬경의 기록에서 절정을 이루는 사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
신 후 곧 니파이인들에게 친히 성역을 베푸신 일이다. 몰몬경에는 복음 교리
가 나와 있고 구원의 계획이 설명되어 있으며, 사람들에게 이 생에서 평화를
얻고 내세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 반드시 행하여야 할 일이 제시되어
있다.

기록을 완성한 후 몰몬은 그의 아들 모로나이에게 그 기사를 넘겨주었고,
모로나이는자신의말을몇마디더한후쿠모라산에판들을숨겼다. 1823년
9월21일, 바로그모로나이가영광을입은부활한몸으로선지자조셉스미스
에게 나타나 그에게 고대의 기록과 그것을 영어로 번역해야 하는 일에 대해
가르침을주었다.

때가 이르러 그 판들이 조셉 스미스에게 전달되었으며, 그는 하나님의 은
사와 능력으로 그 판들을 번역하였다. 이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복음의 법과
의식을지키면구원을받을수있다는것을증거하는추가적인새로운증거로
서현재여러언어로출판되고있다.

이기록에관해선지자조셉스미스는다음과같이말했다. “나는형제들에
게 몰몬경은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
이고,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수있을것이라고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조셉 스미스 이외에 다른 열한 명에게도 금판을 직접 보고 몰몬경
의 참됨과 신성함을 증거하는 특별한 증인이 되게 하셨다. 그들이 기록한 증
언이“세증인의증언”과“여덟증인의증언”으로서여기에포함되어있다.

우리는세상의모든사람들에게몰몬경을읽고거기에실려있는메시지를
마음으로깊이생각한다음이책이참된것인지그리스도의이름으로영원하
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여 볼 것을 권유한다. 이렇게 행하며 신앙으로 간
구하는사람들은성신의권능으로이책의참됨과신성함에대한증거를얻을
것이다(모로나이서10:3~5 참조).

성령으로부터오는이성스러운증거를얻는사람들은또한예수그리스도
는 세상의 구주이시며, 조셉 스미스는 이 마지막 날에 그분의 계시자요 선지
자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메시야의 재림에 대한 준비로
써 다시 한 번 지상에 세워진 주님의 왕국이라는 사실도 같은 권능으로 알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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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증인의 증언

이책이나아갈모든나라와족속과방언과백성에게알게 하노니, 우리는아
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니파이 백성과 또
한 그들의 형제 레이맨인과 또한 이미 말한 탑에서 온 야렛 백성의 기록인 이
기록이 실려 있는 판을 보았노라. 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
로 번역된 줄도 아노니, 이는 그의 음성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였음이
라. 그러므로우리는이책이참된줄분명히아노라. 또한우리가증언하노니
우리는그판위에있는새긴것을보았고, 그것은사람의능력이아닌하나님
의능력으로우리에게보여졌느니라. 또우리가진지한말로써선포하거니와,
하나님의 한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 눈 앞에 놓
으매, 우리가 그 판과 그 위에 새긴 것을 보았나니, 우리가 보고 이러한 것이
참됨을증거하는것은아버지하나님과우리주예수그리스도의은혜에의한
것인줄을우리는아노라. 또이는우리눈에기이하도다. 그러할지라도, 주의
음성이우리를명하사이를증거하라하셨나니, 그런즉하나님의명령에순종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증언하노라. 또 우리가 알거니와 만일 우
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실하면, 우리의 옷이 만민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게
될것이요, 우리는그리스도의심판대앞에서흠없는자가될것이며, 하늘에
서 영원히 그와 함께 거하게 되리로다. 영광이 한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들
과성신께있을지어다. 아멘.

올리버카우드리
데이비드휘트머
마틴해리스



여덟 증인의 증언

이 책이 나아갈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알게 하노니, 이 책의
번역자 조셉 스미스 이세는 이미 말한 금 같아 보이는 판을 우리에게 보여 주
었으며, 우리는 전술한 스미스가 번역한 판의 낱장을 우리 손으로 모두 만져
보았고, 또한그위에새겨져있는것을보았나니, 그모두는모양이고대의작
품같았고, 정교한솜씨로되어있었느니라. 이에전술한스미스가그판을우
리에게보여주었다는이사실을우리는진지한말로써증거하노니, 이는우리
가 보았고 또 들기도 해 보았으므로, 전술한 스미스가 우리가 말한 판을 가졌
음을분명히앎이라. 또우리가본것을세상에증거하기위하여, 우리는세상
에우리의이름을밝히노라. 우리가거짓말하지아니하노니, 하나님이그것을
증거하시느니라.

크리스찬휘트머 하이럼페이지
제이콥휘트머 조셉스미스일세
피터휘트머이세 하이럼스미스
존휘트머 사무엘에이치스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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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증언

선지자조셉스미스는몰몬경의출현에대해다음과같이이야기하고있다.
“[1823년] 구월 이십일일 저녁에 …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 힘을 다해

기도하며간구하였다…
“내가 이같이 하나님을 부르며 간구하고 있을 때, 나는 한 줄기 빛이 내 방

에깃들기시작하는것을발견했다. 그빛이점점퍼져마침내내방은한낮보
다도 더 밝아지더니 홀연히 누가 내 침대 곁에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때 그의
발이마룻바닥에닿지않았으므로나는그가공중에서있음을알았다.
“그는좀늘어진지극히흰성의를걸치고있었으며그흰색이야말로내가

이 세상에서 보지도 못한 것이었고, 세상에 그토록 희고 찬란한 것이 있다고
는 믿기조차 어려운 것이었다. 그의 손은 드러나 있었고 손목 조금 위에까지
팔도 드러나 있었으며 발도 벗은 채였고 발목 조금 위까지 다리도 드러나 있
었다. 또한머리와목도아무것도걸치지않은채드러나있었고그가입은성
의가 열려 있어 앞가슴이 들여다보였으며 그리하여 나는 그가 그 외에 다른
옷을입지않았음을알았다.
“그의성의만이그토록흰것이아니라그의온몸이형용할수조차없이희

었으며그의얼굴은번갯불처럼빛났고방이그토록밝은데도그의주변은더
욱 밝았다. 처음에 나는 그를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곧 두려움은 내게서 물러
갔다.
“그는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내게 보내

진천사모로나이임을밝히고하나님께서내게시키실일이있다는것을전하
였으며, 나의 이름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좋게도 전하여지고 나
쁘게도 전하여지며 모든 백성의 입에 좋게도 오르내리며 나쁘게도 오르내리
리라고말하였다.
“그는이대륙의옛주민에관한기사와그들이어디서왔는가에관한기사

가실려있는, 금판에씌어진, 책이묻혀있다고전하면서, 그책에는구주께서
친히 고대 주민들에게 전하신 바 영원한 복음의 충만함이 또한 실려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은테에 물린 돌 두개가 있는데－가슴판에 연결된 이 돌들은 우림과

둠밈이라불리는것을이루며－판과함께묻혀있고, 이돌들을소유하고사용
하는 사람이 고대 곧 예전에는 선견자가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책을 번
역할목적으로이를마련해두셨다고하였다.



* * * * * * *
“또 그는 말하기를, 자신이 말한 그 판을 내가 가지게 되면－이는 그 판을

얻게될때가아직되지아니하였기때문이었다－나는아무에게도그것을보
여서는 안 되며, 우림과 둠밈이 달린 가슴판도 그러하되, 다만 그것들을 보여
주도록 내가 명령받은 사람들에게만 보여야 하고, 만일 그 외의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 준다면 나는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가 판에 관하여 나와 대
화하는 사이 내 마음 가운데는 시현이 열려 나는 판이 묻힌 곳을 선명하고 뚜
렷하게볼수있었으며, 그리하여내가그곳을찾아갔을때나는바로그곳임
을알았다.
“이러한 교통 후에 내가 보매, 방안에 있던 빛이 내게 말씀하시던 분의 주

위로 즉시 모이기 시작하더니 계속하여 그렇게 되다가, 이윽고 그의 바로 주
위만 밝을 뿐 방안은 또다시 어두워졌다. 그러다가 홀연히 전과 같이 하늘 바
로 위로 통로가 열리는 듯하더니 그는 올라가 드디어는 보이지 아니하였고,
방안은다시하늘의빛이깃들기이전처럼되었다.
“나는누운채로그특이한광경을마음에두고특별한임무를지닌사자가

내게 전해 준 바를 크게 기이하게 생각하며 있었는데, 그러면서 명상에 잠겨
있을때, 갑자기나는내방에다시빛이들기시작하는것을발견하였다. 전과
같이순식간에바로그하늘의사자가다시내침대곁에있었다.
“그는이야기를시작하여처음방문때전하였던말을한마디도틀리지아

니하고그대로다시전하였고, 그런후에, 기근과검과역병으로인한큰황폐로
큰심판이땅위에임하며이두려운심판이이세대에이땅에임하리라는것을
내게알려주었다. 이말을마친뒤그는다시그전처럼하늘로올라갔다.
“이때에이르러서는내가받은인상들이내마음에깊게새겨져잠은내눈

에서 달아나 버렸고 나는 보고 들은 일에 놀라워하며 압도되어 누워 있었다.
그러나바로그사자를다시내침대곁에서보고, 그가그전과똑같은말을내
게반복하여되풀이하는것을들었을때, 나는더욱놀라고말았다. 그는덧붙
여내게주의를주며말하기를(내친가의궁핍한형편때문에) 재물을얻을목
적으로 그 판을 취하도록 사탄이 나를 유혹하려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나
에게 이를 금하면서 내가 그 판을 얻음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
려는 목적 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도 있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
려는 것 외에 다른 어떠한 동기에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그렇
지않으면나는그것을얻을수없을것이라고하였다.
“이세번째방문후에그는그전처럼다시하늘로올라갔고나는다시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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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겪은 기이한 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하늘의 사자가 세 번째
로내게서떠나올라간거의직후에닭이울었고, 나는동이트려는것을알게
되었으며, 그리하여우리의대화가밤새도록계속되었음을알았다.
“잠시 후에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평상시대로 해야 할 일을 하러 갔다. 그

러나 다른 때처럼 일을 하려 하였을 때 나는 기력이 너무나 소진되어 전혀 아
무것도할수없음을알게되었다. 나와함께일하던부친이무슨좋지않은일
이 있는 줄 알고 나더러 집에 가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집으로 가려는 생각으
로 출발하였으나 우리가 있던 밭의 울타리를 지나려 하였을 때, 완전히 기진
하여땅에쓰러졌으며, 나는한동안아무것도의식하지못했다.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내 이름을 부르며 나에게 말을 거는

음성이었다. 내가 쳐다보니, 바로 그 사자가 그전처럼 빛에 둘러싸여 내 머리
위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이어서 그는 또다시 지난밤에 내게 전하였던 말을
모두나에게다시말하고, 내부친에게가서내가받은시현과계명에대해말
씀드리라고내게명했다.
“나는 순종하여 밭에 계시는 부친에게 돌아가 그에게 자초지종을 말씀드

렸다. 부친은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하시며 내게 사자가 명한 대
로가서행하라고하셨다. 나는밭을떠나사자가판이묻혀있다고했던장소
로 갔고, 그에 관해 내가 보았던 시현이 뚜렷했던지라 나는 그 곳에 도착하자
마자그자리를알수있었다.
“뉴욕 주 온타리오 군 맨체스터 마을 인근에, 그 근방에서는 제일 높은 큼

직한 산이 하나 있다. 정상에서 멀지 않은 이 산 서편, 큼지막한 돌 밑에 판이
있었는데돌상자속에놓여있었다. 이돌은위쪽중앙부분이두껍고둥글며
가장자리로 갈수록 얇게 되어 있어서 그 중앙 부분은 땅 위로 드러나 보였지
만가장자리는모두흙으로덮여있었다.
“나는흙을치운다음, 지렛대를구해다가돌가장자리밑에고정시키고약

간의힘을주어들어올렸다. 안을들여다보니, 정말거기에는사자가말한대
로판과우림과둠밈, 그리고가슴판이보였다. 이것들이담겨있는상자는일
종의 시멘트로 돌들을 함께 쌓아 만든 것이었다. 상자 밑바닥에는 돌 두 개가
상자를가로질러놓여져있고, 이돌위에판과또다른것들이놓여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꺼내려 하였으나 사자가 금하였으며 그것들을 꺼낼 시기

가 아직 이르지 않았고, 그때로부터 사 년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다시알려주었다. 그러나그는내가그때부터정확히일년후에그곳에와야
하며, 거기에서그가나를만날것이며, 판을얻을때가오기까지내가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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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그렇게해야한다고내게말했다.
“따라서나는명을받은대로매한해가다되면갔고, 매번그곳에서같은

사자를 만났으며, 우리가 가진 모든 대화에서 주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
엇이며, 어떻게 또 어떠한 방식으로 마지막 날에 그의 왕국이 인도되어야 할
것인가에관해그로부터가르침과지식을얻었다.

* * * * * * *
“드디어 판과 우림과 둠밈과 가슴판을 얻을 때가 이르렀다. 일천팔백이십

칠년구월이십이일, 또한해가다되어늘하던대로그것들이묻혀있는곳으
로가자, 바로그하늘의사자가다음과같은명령과함께그것들을내게내주
었다. 즉내가이에대해책임을져야하며만일내가소홀히하거나나자신이
조금이라도태만하여그것들을잃는다면나는끊어버림을당할것이나, 그사
자가 이를 달라 할 때까지 내가 온 힘을 다하여 보전하려고 애쓴다면 그것들
은보호될것이라고하였다.
“나는 그것들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그처럼 엄한 당부를 받은 이유와 내가

내 손에 요구되는 일을 끝내면 그가 이를 가지러 오겠다고 한 이유를 곧 알게
되었다. 그것은내가그것들을가지고있다는사실이알려지자마자이를내게
서 빼앗아가려고 온갖 격렬한 수단이 다 사용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목적을
위하여생각해낼수있는모든술책이다동원되었다. 핍박은이전보다더혹
독하고격심해졌으며수많은무리가할수만있으면그것들을내게서빼앗아
가려고 끊임없이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사용하여 내게 요구된 일
을 끝낼 때까지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들은 내 손에 안전히 보관되었다. 약속
된 대로 사자가 이를 가지러 왔을 때 나는 그것들을 그에게 넘겨주었고, 일천
팔백삼십팔년오월이일인오늘에이르기까지그가이를간직하고있다.”

완전한 기록은, 값진 진주에 있는 조셉 스미스－역사와 예수 그리스도 후
기성도교회사(Histor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제
1권1장에서6장을참조할것.

이로써 고대의 기록은 티끌에서 말하는 백성의 목소리처럼 땅에서 나와,
신성한증언에의해입증된대로하나님의은사와능력으로써현대어로번역
되었으며, 1830년에영문판몰몬경으로세상에처음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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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i

몰몬경에 대한

간단한 해설

몰몬경은고대미대륙에살았던백성들의성스러운기록으로서금속박판
에새겨져있었다. 네종류의금속판이이경전자체에서언급되고있다.
1. 니파이의판.이에는두가지즉작은판과큰판이있다. 전자가좀더특별히

영적인문제와선지자들의성역과가르침을주로다루고있는반면, 후자는
대부분관계되는백성의세속적역사를다루고있다(니파이전서9:2~4). 그
러나모사이야시대부터는, 큰판에도중요한영적인사항이포함되어있다.

2. 몰몬의판. 이것은몰몬이니파이의큰판을요약하고, 많은주석을더한것
이다. 여기에는 또한 몰몬이 계속하여 기록한 역사와 그의 아들 모로나이
가부가한것이들어있다.

3. 이더의 판. 이것은 야렛인들의 역사를 전하는 것이다. 모로나이가 이 기록
을 요약한 후, 자신의 말을 부가하였고 그 기록을 일반적인 역사와 합쳐서

“이더서”라이름하였다.
4. 놋쇠판. 기원전 600년에 리하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다. 여기에

는“모세의다섯책과…또한태초로부터유다왕시드기야치세초에이르
기까지의 유대인의 기록과 또한 …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니파이전서
5:11~13)이 실려 있다. 이사야와 그 외에 성경에 있거나 있지 않은 많은 선
지자들의글이이판에서많이인용되어몰몬경에나오고있다.
몰몬경은열다섯편또는구분으로되어있는데, 하나를제외하고는, 이를

서라고하며각각그주된저자의이름으로지칭하고있다. 맨앞부분은(맨앞
의여섯권으로옴나이서까지) 니파이의작은판에서번역된것이다. 옴나이서
와모사이야서사이에는몰몬의말씀이삽입되어있다. 이삽입부는작은판에
새겨진기록과몰몬의큰판요약을연결해준다.

가장긴부분인, 모사이야서에서몰몬서제7장끝까지는몰몬이니파이의
큰판을 요약한 것을 번역한 것이다. 완결 부분 곧 몰몬서 제8장에서 이 책 끝
까지는몰몬의아들모로나이가새겼으며, 모로나이는그의부친의생애의기
록을완성한후, 야렛백성의기록의요약을만들고(이더서라함), 모로나이서
로알려진부분을나중에더하였다.

주후 421년경에, 마지막 니파이인 선지자이자 역사가였던 모로나이는, 성
스러운 이 기록을 봉한 후, 하나님의 음성이 고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고하



신 대로 후일에 이 기록들이 나아오도록, 주께로 감추었다. 주후 1823년 바로
이 모로나이가, 이때는 부활한 몸으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방문하였고 뒤
이어그새겨진판을그에게넘겨주었다.

이 인쇄본에 대하여: 영문판 몰몬경의 과거 인쇄본들에는 본문 안에 사소
한 오류가 지속되었는데 이 인쇄본에는, 출판전의 원고들 및 선지자 조셉 스
미스가 발행한 초기 인쇄본들과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되
는교정을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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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니파이가 그의 백성의 기록을 시작
함－리하이가시현에서불기둥을보
고 한 예언의 책으로부터 읽음－그
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메시야의 오
심을 예고하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함－그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음. 주전600년경.

나
ㄱ니파이는 ㄴ훌륭하신 ㄷ부모
에게서태어나그로인해어느

정도 부친의 모든 학문으로 ㄹ가르침
을 받았고, 살아오는 동안 많은 ㅁ고

난을 겪어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
고나의온생애동안주의은혜를크
게 입었나니,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
심과 ㅂ비밀을 많이 알게 되었으매,
그로 인해 내 생애에 행한 바를 ㅅ기
록으로만드노라.

2 참으로 나는 나의 부친의 ㄱ언어
로 기록을 만드노니, 이는 유대인의
학문과 애굽인의 언어로 되어 있느
니라.

3 또 나는 내가 만드는 기록이 ㄱ참
됨을 아노니, 나는 나 자신의 손으로
이를만들며, 또내가아는바를따라
이를만드노라.

니파이전서

니파이의 다스림과 성역

리하이와 그의 아내 새라이아 및 (맏이로부터 시작하여) 레이맨, 레뮤엘,
샘그리고니파이라하는그의네아들에관한기사. 리하이가백성들에

게 그들의 죄악에 관하여 예언하매 백성들이 그의 생명을 멸하려 하므로, 주
께서리하이에게예루살렘땅밖으로떠나도록경고하심. 리하이가그의가족
과 함께 사흘 길을 여행해 광야로 들어감. 니파이가 그의 형들과 함께 유대인
의 기록을 찾아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감. 그들의 고난의 기사. 그들이 이스마
엘의 딸들을 아내로 취함. 그들이 가족을 데리고 광야로 떠남. 광야에서의 그
들의 고난과 고통. 그들의 여행 경로. 그들이 큰 물에 이름. 니파이의 형들이
그에게반항함. 니파이가형들을설복하고배를지음. 그들은그곳이름을풍
요라함. 그들이큰물을건너약속된땅에들어감. 그리고그후의일들. 이것
은니파이의기사에따른것이니달리말하자면나니파이가이기록을썼음.

[니파이전서]

1 1ㄱ 안내니파이,
리하이의 아들.

ㄴ 잠 22:1.
ㄷ 교성 68:25, 28. 

안내부모.

ㄹ 이노 1:1; 
모사 1:2~3. 
안내가르치다, 교사.

ㅁ 안내역경.
ㅂ 안내하나님의 비밀.
ㅅ 안내경전.

2ㄱ 모사 1:2~4; 
몰 9:32~33.

3ㄱ 니전 14:30; 
모사 1:6; 
이더 5:1~3; 
교성 17:6.



4 이는 유다 왕 ㄱ시드기야 치세
ㄴ첫해 초에 그리되었음이니, (나의
부친 리하이는 그의 평생을 ㄷ예루살
렘에서 사셨느니라) 그 같은 해에 많
은 ㄹ선지자들이 나와서 백성들에게
그들이 회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
으면큰성 ㅁ예루살렘이반드시멸망
되리라고예언하였느니라.

5 그리하여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부친 ㄱ리하이는 나아가 주께 기도하
였으며, 참으로그의온 ㄴ마음을다하
여그의백성을위해기도하였느니라.

6 그리고이렇게되었나니그가주
께기도했을때 ㄱ불기둥하나가나타
나더니, 그의앞에있는바위위에머
물렀고, 그는 많은 것을 보고 들었으
며, 보고 들은 것으로 말미암아 심히
흔들리며떨었느니라.

7 이에이렇게되었나니그는예루
살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고,
그가보았던일과영에 ㄱ압도되어그
의침상위에자신을내던졌느니라.

8 그리고이같이영에압도되어있
으면서그는 ㄱ시현속에이끌려가서
참으로 ㄴ하늘들이 열린 것을 보았으
며, 그는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
사, 노래하며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

하는 태도의 무수한 무리의 천사들
에게 둘러싸여 계신 것을 보았다고
생각하였느니라.

9 또이렇게되었나니그가하늘가
운데에서 한 분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보매 그의 ㄱ광채가
한낮의햇빛보다더욱뛰어났더라.

10 또한 다른 ㄱ열둘이 그를 따르
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의 밝기가 궁
창의 별들의 밝기보다 더욱 뛰어났
더라.

11 또 그들이 내려와서 지면 위에
나아가더니, 첫번째분이와서내부
친 앞에 서서 그에게 ㄱ책을 한 권 주
고는읽으라하셨느니라.

1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읽
어 나아감에 주의 ㄱ영으로 충만해졌
더라.

13 이에 그가 읽으며 이르기를, 예
루살렘에 화, 화가 있도다. 이는 내가
너의ㄱ가증함을보았음이니라하였으
며, 그뿐 아니라 많은 것을 나의 부친
은 ㄴ예루살렘에 관하여 읽었나니, 곧
예루살렘과그주민들이멸망당할것
과 많은 자들이 칼에 멸망할 것과 많
은 자들이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ㄷ끌
려가게되리라는것을읽었느니라.

2니파이전서 1:4~13

4ㄱ 대하 36:10; 렘 52:3~5;
옴 1:15.

ㄴ 안내연대표－주전 598.
ㄷ 대상 9:3.
ㄹ 왕하 17:13~15; 

대하 36:15~16;
렘 7:25~26. 
안내선지자.

ㅁ 렘 26:18; 니후 1:4; 
힐 8:20.

5ㄱ 안내리하이, 니파이의

아버지.
ㄴ 약 5:16.

6ㄱ 출 13:21; 힐 5:24, 43;
교성 29:12; 조역 1:16.

7ㄱ 단 10:8; 니전 17:47;
모세 1:9~10; 조역 1:20.

8ㄱ 니전 5:4. 안내시현.
ㄴ 겔 1:1; 행 7:55~56;

니전 11:14; 힐 5:45~49;
교성 137:1.

9ㄱ 조역 1:16~17.

10ㄱ 안내사도.
11ㄱ 겔 2:9.
12ㄱ 교성 6:15.
13ㄱ 왕하 24:18~20; 

대하 36:14.
ㄴ 왕하 23:27; 24:2; 

렘 13:13~14; 니후 1:4.
ㄷ 왕하 20:17~18; 

니후 25:10; 옴 1:15.



3 니파이전서 1:14~20

14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부친
은 많은 크고 기이한 일들을 읽고 보
고난후, 참으로많은것을주께부르
짖었나니, 예컨대주하나님, 곧전능
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
하시니이다. 주의 보좌는 하늘 높이
있고, 주의 권능과 선하심과 자비하
심은 땅의 모든 주민 위에 있나이다.
또 주께서는 자비로우사 주께 ㄱ나아
오는자들이멸망되도록버려두지아
니하시나이다라고하였느니라.

15 또 나의 부친이 그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의 말씀이 이와 같았으니,
이는그가본것, 참으로주께서그에
게 보여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진실로 기뻐하였으며 그의
온 마음이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이
었느니라.

16 그리고 이제 나 니파이는 나의
부친이 기록해 두신 것을 모두 기술
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가 여러 시
현과 꿈에서 보신 것을 많이 기록해
두셨음이요, 그가 자기 자녀들에게
ㄱ예언하고말했던많은것들역시많
이 기록해 두셨으나, 이를 나는 모두
기술하지는아니하노라.

17 그러나 나는 내 생애 동안 내가
행한 바를 기술하리라. 보라, 나는 내
자신의손으로만든판에나의부친의
ㄱ기록의 ㄴ요약을만드노니, 그러므로
나의 부친의 기록을 요약한 후에 나

자신의생애에관하여기술하리라.
18 그런즉 나는 너희가 알기 바라

노니, 주께서 나의 부친 리하이에게
참으로 예루살렘의 ㄱ멸망에 관하여
그토록 많은 놀라운 일들을 보여 주
시고나서, 보라, 그는백성들가운데
나아가서 그가 보고 들은 일들에 관
하여 그들에게 ㄴ예언하며 선포하기
시작하였느니라.

1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유
대인들에 관하여 증거한 바로 인하
여 유대인들이 참으로 그를 ㄱ조롱하
였으니, 이는 그가 진실로 그들의 간
악함과가증함에대하여증거하였음
이라. 또그는그가보고들은것들과
또한 그가 책에서 읽은 것들이, ㄴ메
시야의 오심과 또한 세상의 구속에
대해 명백히 나타내고 있음을 증거
하였느니라.

20 이에 유대인들은 이러한 것을
듣고 그에게 화를 내었나니, 참으로
그들이 ㄱ내어쫓고돌로치며살해한
옛선지자들에게그러하였던것같이
화를 내었으며, 또한 그들은 그의 생
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였느니라. 그
러나 보라, 나 니파이는 주의 친절하
신 ㄴ자비가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가 택하신 자 모두의 위에 있어 그
들을 능하게 하여, 참으로 구원의 능
력에 이르게 하였음을 너희에게 보
여주리라.

14ㄱ 앨 5:33~36; 
3니 9:14.

16ㄱ 니전 7:1.
17ㄱ 니전 6:1~3; 19:1~6;

니후 5:29~33; 
교성 10:38~46.

ㄴ 니전 9:2~5.
18ㄱ 니후 25:9~10; 

교성 5:20.
ㄴ 안내예언, 예언하다.

19ㄱ 대하 36:15~16; 
렘 25:4; 

니전 2:13; 7:14.
ㄴ 안내메시야.

20ㄱ 힐 13:24~26.
ㄴ 앨 34:38;

교성 46:15. 
안내자비로운, 자비.



제 2 장

리하이가 가족을 데리고 홍해에 인
접한광야로들어감－그들은재산을
버려두고떠남－리하이가주께희생
을 드리고 아들들에게 계명을 지키
도록가르침－레이맨과레뮤엘이부
친에게 불평함－니파이는 순종하며
신앙으로 기도함. 주께서 그에게 말
씀하시고, 그는 형들을 다스리도록
택함받음. 주전600년경.

이는보라, 이렇게 되었음이니 주께
서 나의 부친에게 말씀하시되, 참으
로 꿈에 그에게 이르시기를, 리하이
야, 네가행한일로말미암아네가복
이 있나니, 네가 충실하여 내가 네게
명한 것들을 이 백성에게 선포하였
음으로인하여, 보라, 그들이네생명
을ㄱ빼앗으려하는도다하셨느니라.

2 또이렇게되었나니주께서참으
로 ㄱ꿈에 나의 부친에게 ㄴ명하여, 가
족을 ㄷ데리고 광야로 떠나도록 명령
하셨느니라.

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는 주
의말씀에 ㄱ순종하였으며, 그리하여
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느
니라.

4 또이렇게되었나니그는광야로
떠나되, 그의 집과 그의 기업의 땅과
그의 금과 그의 은과 그의 귀한 것들

을 버려두고, 그의 가족과 양식과 장
막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광
야로ㄱ떠났느니라.

5 그리고 그는 ㄱ홍해 해안에 가까
운 변경으로 따라 내려왔고, 홍해에
더 가까운 변경의 광야를 여행하였
으며, 나의모친새라이아와, 나의형
들인 ㄴ레이맨, 레뮤엘, 그리고 샘으
로 구성된 가족과 함께 광야를 여행
하였느니라.

6 또이렇게되었나니광야에서사
흘을 여행하고 나서, 그는 물이 흐르
는 강 옆에 있는 한 ㄱ골짜기에 장막
을쳤느니라.

7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는
ㄱ돌 ㄴ제단을 쌓고 주께 제물을 드리
며, 주 우리 하나님께 ㄷ감사를 드렸
느니라.

8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는 그 강
의 이름을 레이맨이라 하였으며, 그
강은 홍해로 흘러들었고 그 골짜기
는 강어귀에 가까운 변경에 있었느
니라.

9 또 나의 부친은 강물이 홍해의
근원으로 흘러 들어감을 보시고는
레이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오 네가 이 강을 닮아서 끊임없이 모
든 의의 근원으로 흘러들기를 바라
노라하셨느니라.

10 또 그는 레뮤엘에게도 말씀하
시기를, 오 네가 이 골짜기를 닮아서

4니파이전서 2:1~10

2 1ㄱ 니전 7:14.
2ㄱ 안내꿈.
ㄴ 니전 5:8; 17:44.
ㄷ 창 12:1; 니후 10:20;

이더 1:42; 아브 2:3.
3ㄱ 안내순종, 순종하는,

순종하다.
4ㄱ 니전 10:4; 19:8.
5ㄱ 니전 16:14; 교성 17:1.
ㄴ 안내레이맨.

6ㄱ 니전 9:1.
7ㄱ 출 20:25; 신 27:5~6.

ㄴ 창 12:7~8; 출 24:4;
아브 2:17.

ㄷ 안내감사한, 감사,
감사드림.



5 니파이전서 2:11~19

굳건하고 변하지 않으며, 흔들림 없
이 주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라노라
하셨느니라.

11 이제이말을그가하신것은레
이맨과레뮤엘의완고함때문이었더
라. 이는 보라, 그들은 부친이 ㄱ환상
을 보는 사람이며, 예루살렘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어 그들의 기업의
땅과 그들의 금과 그들의 귀한 것들
을 버리고 떠나게 하고는 광야에서
죽게 하였다 하여, 참으로 많은 일에
있어 그들의 ㄴ부친을 거스려 ㄷ불평
하였음이라. 또 그들은 부친이 그 마
음의 어리석은 상상으로 인해 이렇
게행하였다고말하였느니라.

12 이같이 레이맨과 레뮤엘은 연
장자들이면서도, 참으로 그들의 부
친을 거스려 불평하였나니, 그들이
불평한 것은 그들을 창조하신 그 하
나님의 행하심을 그들이 ㄱ알지 못하
였기때문이니라.

13 또한 선지자들의 말씀에 따라,
저 큰 성 예루살렘이 ㄱ멸망될 수 있
음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또 그들
은 나의 부친의 목숨을 빼앗으려 한
예루살렘에있던유대인들과같았느
니라.

1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부
친께서레뮤엘의골짜기에서, 영으로
충만하시어 ㄱ권능을 가지시고 그들
에게 말씀하시니, 마침내 그들의 몸

이 참으로 그 앞에서 ㄴ떨었으며, 또
그가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매, 그들
이 감히 부친을 거스려 말하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하여그들은그
가명하시는대로행하였느니라.

15 그리고 나의 부친은 장막에 거
하였느니라.

16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
는 몹시 어렸으나 체격은 컸으며, 또
한하나님의 ㄱ비밀을알고자심히원
하였던지라, 이러므로 내가 주께 부
르짖었더니, 보라, 그가 나를 ㄴ찾아
오사 나의 마음을 ㄷ부드럽게 하셨으
므로나는나의 ㄹ부친이하신말씀을
모두 ㅁ믿었느니라. 그리하여나는나
의 형들처럼 부친을 거역하지 아니
하였느니라.

17 또 나는 샘에게 말하여,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게 나타내 주신 것
들을 그에게 알게 하였느니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나의 말을 믿
더라.

18 그러나, 보라, 레이맨과 레뮤엘
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
니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 ㄱ비통하여진 나는
그들을위하여주께부르짖었느니라.

1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내게 일러 이르시되, 니파이야, 네
ㄱ신앙으로 말미암아 네가 복이 있나
니 이는 네가 마음을 겸손히 하여 부

11ㄱ 니전 5:2~4.
ㄴ 잠 20:20.
ㄷ 니전 17:17. 

안내불평하다.
12ㄱ 모세 4:6.
13ㄱ 렘 13:14; 니전 1:13.

14ㄱ 안내권능.
ㄴ 니전 17:45.

16ㄱ 안내하나님의 비밀.
ㄴ 시 8:4; 앨 17:10; 

교성 5:16. 안내계시.
ㄷ 왕상 18:37; 앨 5:7.

ㄹ 안내아버지, 필멸의;
선지자.

ㅁ 니전 11:5.
18ㄱ 앨 31:24; 3니 7:16.
19ㄱ 니전 7:12; 15:11.



지런히나를찾았음이니라.
20 또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진

대, 너희는 ㄱ번성할 것이요, 약속의
ㄴ땅으로 인도되리니, 참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해 둔 땅이라, 참
으로 다른 모든 땅 위에 뛰어난 땅이
니라.

21 또 네 형들이 너를 거역할진대,
그들은 주의 면전에서 ㄱ끊어지게 되
리라.

22 또 네가 나의 계명을 지킬진대,
너는네형들의 ㄱ통치자와교사가되
리라.

23 이는 보라, 그들이 나를 거역하
는날, 나는그들을심한ㄱ저주로저주
할 것이요, 네 자손들이 역시 나를 거
역하지 않는 한, 그들은 네 자손들을
다스릴권력을갖지못할것임이니라.

24 또 만일 네 자손들이 나를 거역
한다 할진대, 그들은 네 자손들에게
ㄱ채찍이 되어 그들을 ㄴ깨우쳐 기억
하게하리라하셨느니라.

제 3 장

리하이의아들들이놋쇠판을얻기위
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감－라반이 판
을내어주기를거부함－니파이가그
의 형들을 권면하고 격려함－라반이
그들의재물을빼앗고그들을죽이려

함－레이맨과 레뮤엘이 니파이와 샘
을 때리고 천사로부터 꾸짖음을 받
음. 주전600~592년경.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는
주와 말씀하던 데서 돌이켜, 부친의
장막으로돌아왔느니라.

2 또이렇게되었나니부친이나에
게말씀하여이르시되, 보라, 내가한
ㄱ꿈을꾸었나니, 그꿈에서주께서내
게 명하사, 너와 네 형들은 예루살렘
으로돌아갈지니라고하셨느니라.

3 이는 보라, 라반이 유대인의 기
록과 내 조상의 ㄱ족보를 갖고 있음
이니, 그것은 놋쇠판에 새겨져 있느
니라.

4 그런고로 주께서 나에게 명하
사, 너와네형들이라반의집으로가
서그기록을찾아이곳광야로가지
고내려와야한다고하셨느니라.

5 그리고 이제, 보라 네 형들은 내
가 그들에게 요구한 일이 어려운 것
이라 하며 불평하느니라. 그러나 보
라 내가 그 일을 그들에게 요구한 것
이아니요, 이는주의명령이니라.

6 그런즉 갈지어다, 나의 아들아,
네가 주께 은총을 입으리니, 네가
ㄱ불평하지아니하였음이니라.

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
이가 나의 부친에게 이르되, 내가

6니파이전서 2:20~3:7

20ㄱ 수 1:7; 
니전 4:14; 
모사 1:7.

ㄴ 신 33:13~16; 
니전 5:5; 7:13; 
모세 7:17~18. 
안내약속의 땅.

21ㄱ 니후 5:20~24; 
앨 9:13~15; 38:1.

22ㄱ 창 37:8~11; 
니전 3:29.

23ㄱ 신 11:28; 
니전 12:22~23; 
교성 41:1.

24ㄱ 수 23:13; 
삿 2:22~23.

ㄴ 니후 5:25.
3 2ㄱ 안내꿈.
3ㄱ 니전 5:14.
6ㄱ 안내지지함, 교회

지도자를.



7 니파이전서 3:8~19

ㄱ가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
나이다.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
이 그가 명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
록, 그들을 위해 길을 ㄴ예비하실 것
이아니고는아무 ㄷ명령도주지아니
하심을내가앎이니이다하였더라.

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부
친께서 이 말을 듣고는 심히 기뻐하
셨으니, 내가 주께 복 받았음을 아셨
음이라.

9 그리하여나니파이와나의형들
은 예루살렘 땅으로 올라가려고, 장
막을가지고광야를여행하였느니라.

10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
가 예루살렘 땅에 올라갔을 때, 나와
나의형들이서로의논하였느니라.

11 그리고 우리 가운데 누가 라반
의집에들어가야할지제비를 ㄱ뽑았
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레
이맨이 뽑히매, 레이맨이 라반의 집
으로 들어가서 그가 자기 집에 앉았
을때그와이야기하였느니라.

12 그리고 라반에게 나의 부친의
ㄱ족보를 포함하고 있는 놋쇠판에 새
겨져 있는 기록을 달라고 요청하였
느니라.

13 이에보라, 이렇게되었나니라
반이 노하여 레이맨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고, 그로 그 기록을 갖게 하려
아니하였느니라. 그리하여그는레이
맨에게 이르기를, 보라 너는 도적이

라내가너를죽이리라하였느니라.
14 그러나 레이맨이 그의 앞에서

도망해 나와서 라반이 행한 일을 우
리에게 고하였고, 이에 우리는 심히
슬퍼하기 시작하였으며, 나의 형들
은 광야에 계신 나의 부친께 바야흐
로돌아가려하였느니라.

15 그러나 보라 내가 그들에게 이
르기를, 주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가
살아 있음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명
하신 일을 우리가 이루기까지는, 우
리가 광야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
내려가지아니할것이라.

16 그런즉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
킴에 있어 충실하사이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의 ㄱ기업의 땅으로 내려
가사이다. 이는 보소서 그가 금과 은
과 온갖 종류의 재물을 버려 두셨음
이라. 또그가이렇게행하신것은모
두주의 ㄴ명령으로인함이었나이다.

17 이는 백성들의 간악함으로 인
하여 예루살렘이 반드시 ㄱ멸망당할
것을그가아셨음이라.

18 이는 보소서, 그들이 선지자들
의말씀을 ㄱ거부한연고니, 그런즉만
일내아버지께서이땅에서도피하라
는 ㄴ명령을받고나서도이땅에머물
러 사신다면, 보소서 그도 역시 멸망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이 땅에
서도망함은꼭필요한일이니이다.

19 또 보소서, 우리가 이 ㄱ기록을

7ㄱ 삼상 17:32; 
왕상 17:11~15. 
안내신앙; 순종,
순종하는, 순종하다.

ㄴ 창 18:14; 빌 4:13; 
니전 17:3, 50; 

교성 5:34.
ㄷ 안내하나님의 계명.

11ㄱ 느 10:34; 행 1:26.
12ㄱ 니전 3:3; 5:14.
16ㄱ 니전 2:4.

ㄴ 니전 2:2; 4:34.

17ㄱ 대하 36:16~20; 
렘 39:1~9; 
니전 1:13.

18ㄱ 안내거역.
ㄴ 니전 16:8.

19ㄱ 옴 1:17; 모사 1:2~6.



얻어야 함은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
니, 우리가 우리 조상의 언어를 보존
하여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 주게 하
려는것이요,

20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세
상이 시작된 때로부터 지금에 이르
기까지, 하나님의 영과 권능으로 전
달되어 모든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
로 세상에 전해진 말씀들을 ㄱ보존하
여, 그들에게 전해 주게 하려는 것이
니이다하였더라.

21 또이렇게되었나니이같은말
로 나는 나의 형들을 설득하여 그들
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에
있어충실하도록하였느니라.

2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우리의 기업의 땅으로 내려가서, 우
리의 ㄱ금과우리의은과우리의귀한
것들을한데모았느니라.

23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한데모은후, 우리는다시라반의집
으로올라갔느니라.

2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
는 들어가 라반에게로 가서, 그에게
ㄱ놋쇠판에 새겨진 기록을 우리에게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 대신 우리
가 우리의 금과 우리의 은과 우리의
모든 귀한 것들을 그에게 주리라 하
였느니라.

2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라반이
우리의 소유물을 보고, 또 그것이 막
대함을보고는그에대해 ㄱ탐을내더
니, 급기야 우리를 쫓아내고는 우리

의 소유를 손에 넣고자 우리를 죽이
려그의종들을보내었느니라.

2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라반의 종들에게서 도망하였고, 우
리의 소유는 뒤에 버려 둘 수밖에 없
었으니, 그것은 라반의 수중에 떨어
졌느니라.

27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광
야로 도망하였으며, 라반의 종들은
우리를 따라잡지 못하였고, 우리는
바위굴에몸을숨겼느니라.

2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
이 나에게 노하였고, 또 나의 부친에
게도 노하였으며, 레뮤엘도 그러하
였으니, 이는 그가 레이맨의 말을 들
음이라. 그리하여 레이맨과 레뮤엘
은그들의동생인우리에게 ㄱ심한말
을 많이 하였고, 심지어 막대기로 우
리를치기까지하였느니라.

2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막대기로 우리를 치고 있을 때, 보라
주의 ㄱ천사가와서그들앞에서더니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의 동생을 막대기로 치
느냐? 주께서 그를 택하사 너희를
ㄴ다스릴 자가 되게 하셨으며, 이는
너희의 악함으로 인함인 줄 너희가
알지못하느냐? 보라, 너희는다시예
루살렘으로올라갈지니주께서라반
을너희손에붙이시리라하였더라.

30 이에 ㄱ천사는우리에게말하고
난후떠났느니라.

31 그러나천사가떠난후에, 레이

8니파이전서 3:20~31

20ㄱ 안내경전－경전의 보존.
22ㄱ 니전 2:4.
24ㄱ 니전 3:3.

25ㄱ 안내탐내다.
28ㄱ 니전 17:17~18.
29ㄱ 니전 4:3; 7:10. 

안내천사.
ㄴ 니전 2:22.

30ㄱ 니전 16:38.



9 니파이전서 4:1~9

맨과 레뮤엘은 또다시 ㄱ불평하기 시
작하며 이르기를, 주께서 라반을 우
리 손에 붙이시겠다는 것이 어찌 가
능하리요? 보라, 그는 힘센 자요, 오
십을 명할 수 있나니, 참으로 오십을
죽일 수도 있거늘 어찌 우리인들 죽
이지못하랴하니라.

제 4 장

니파이가주의명령으로라반을죽이
고계략을써서놋쇠판을확보함－조
램이 광야에 있는 리하이의 가족과
합류하기로함. 주전600~592년경.

이에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나의 형
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는 예루
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사이다. 그리
고주의계명을지킴에있어 ㄱ충실하
도록 하사이다. 이는 보소서 주는 온
세상사람모두보다더 ㄴ강하시니어
찌 라반과 그의 오십보다, 혹 참으로
그의 수만보다 더 강하지 아니하시
리이까?

2 그러하니 올라가사이다. ㄱ모세
처럼 ㄴ강하게 되사이다. 이는 그가
진실로 ㄷ홍해 물에 말하매, 물이 이
리저리 갈라지고 우리 조상들이 사
로잡힘에서 벗어나 마른 땅을 딛고
지나왔으며, 바로의 군대는 뒤따르
다가홍해물에빠져죽었음이라.

3 이제 보소서 당신들은 이것이

사실인 줄 아나이다. 또 당신들은
ㄱ천사가 당신들에게 말하였음도 아
나이다. 어찌 의심할 수 있나이까?
올라가사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
을 구하신 것같이 우리도 구하실 수
있으며, 애굽인들을 멸하신 것같이
라반도멸하실수있나이다.

4 이제내가이말을하였을때, 그
들은 아직 노하여 있었고 여전히 계
속하여 불평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를 따라왔으며,
이윽고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 바깥
에이르렀느니라.

5 이에 때는 밤이었나니, 나는 그
들로하여금성벽바깥에몸을숨기게
하였으며, 그들이 몸을 숨기고 난 후
에, 나 니파이는 성으로 숨어 들어가
라반의집을향하여나아갔느니라.

6 또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리
ㄱ알지 못한 채 영에 의해 ㄴ이끌렸느
니라.

7 그럼에도나는앞으로나아갔으
며, 내가 라반의 집 근처에 이르렀을
때, 나는 한 사람을 보았나니, 그는
내 앞에서 땅에 쓰러져 있었느니라.
이는그가술에취하였음이더라.

8 그리고내가그에게이르렀을때
나는그것이라반임을알았느니라.

9 또 나는 그의 ㄱ칼을 보았으며,
내가 그것을 그 집에서 뽑아내었더
니, 그 손잡이는 순금으로 되어 있었
고, 그 만든 솜씨는 심히 정교하였으

31ㄱ 안내불평하다.
4 1ㄱ 안내 용기, 용기있는;

신앙.
ㄴ 니전 7:11~12.

2ㄱ 안내모세.

ㄴ 신 11:8.
ㄷ 출 14:21; 니전 17:26;

모사 7:19.
3ㄱ 니전 3:29~31; 7:10.
6ㄱ 히 11:8.

ㄴ 안내성신; 영감, 
영감을 주다.

9ㄱ 니후 5:14; 교성 17:1.



며, 또 나는 그 칼날이 극히 귀한 강
철로되었음을알았느니라.

10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라반
을 죽여야 한다는 영의 ㄱ강권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나는 내 마음 속
으로 말하기를, 나는 언제 어느 때든
지 결코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았도
다 하고 뒤로 물러나 그를 죽이지 않
으려하였느니라.

11 이에 영이 다시 내게 이르시기
를, 보라 ㄱ주께서 그를 네 손에 붙이
셨느니라 하셨고, 또한 나는 그가 나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였음과
더욱이 그가 주의 명령에 귀 기울이
지 않으리라는 것과, 그가 또한 우리
의소유를ㄴ빼앗았음을알았느니라.

12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영이 다시
내게 이르시되, 그를 죽이라, 주께서
그를네손에붙이셨음이니라.

13 보라 주께서 그의 의로운 목적
을 이루시고자 ㄱ악인을 ㄴ죽이심이
니, 한 사람이 죽는 것이 한 민족이
믿지 않음에 빠져들어 멸망되는 것
보다ㄷ나으니라하셨느니라.

14 또이제나니파이가이말씀을
들었을 때, 광야에서 나에게 말씀하
신 바 주의 말씀을 기억하였나니, 곧
이르시기를 ㄱ너의 자손들이 내 ㄴ계
명을 지킬진대, 약속의 ㄷ땅에서 ㄹ번
성하리라하신것이라.

15 또한 나는 그들이 율법을 갖지

않고서는, 모세의 율법을 좇아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
였느니라.

16 또한 나는 ㄱ율법이 놋쇠판에
새겨져있다는것을알았느니라.

17 또나는주께서그의명대로내
가그기록을얻게하려는이이유로,
라반을 나의 손에 붙이셨음을 알았
느니라.

18 그리하여 나는 영의 음성에 순
종하여, 라반의 머리털을 잡고 그 자
신의 ㄱ칼로그의머리를쳐떨어뜨렸
느니라.

19 또그자신의칼로그의머리를
쳐떨어뜨린후, 나는라반의옷을취
하여 참으로 하나도 빠짐 없이 나 자
신의 몸에 걸치고 그의 갑옷을 나의
허리에둘렀느니라.

20 또이렇게하고나서나는라반
의 보물고로 나아갔나니, 내가 라반
의 보물고로 나아가다가 보라, 나는
보물고의 열쇠를 가진 라반의 ㄱ종을
보았느니라. 이에 나는 라반의 목소
리로나와함께보물고로들어가도록
그에게명하였느니라.

21 이에그는나를그의주인라반
인 줄로 생각하였으니, 이는 옷과 또
한나의허리에찬칼을보았음이라.

22 또그는그의주인라반이밤에
유대인 장로들과 함께 나가 있은 줄
을 알았던지라, 나에게 유대인 장로

10니파이전서 4:10~22

10ㄱ 앨 14:11.
11ㄱ 삼상 17:41~49.

ㄴ 니전 3:26.
13ㄱ 안내악한, 악함.

ㄴ 니전 17:33~38; 
교성 98:31~32.

ㄷ 앨 30:47.
14ㄱ 옴 1:6; 모사 2:22; 

이더 2:7~12.
ㄴ 안내하나님의 계명.
ㄷ 니전 17:13~14; 

야곱 2:12.

ㄹ 니전 2:20.
16ㄱ 안내모세의 율법.
18ㄱ 삼상 17:51.
20ㄱ 니후 1:30.



11 니파이전서 4:23~36

들에관하여말하였느니라.
23 이에 나는 마치 라반인 것처럼

그에게말하였느니라.
24 그리고또한그에게 ㄱ놋쇠판에

새겨져 있는 것들을 성벽 바깥에 있
는나의형들에게가져가야겠노라고
말하였느니라.

25 그리고내가또그에게나를따
라오라하였더라.

26 이에 그는 내가 교회의 형제들
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나를
참으로 내가 죽인 그 라반이라고 생
각하였던지라나를따라왔느니라.

27 또그는내가성벽바깥에있는
나의 형들에게로 나아가는 동안, 유
대인 장로들에 관하여 여러 번 나에
게말하였느니라.

28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
맨이 나를 보았을 때 소스라치게 놀
랐고, 레뮤엘과 샘도 그러하여 그들
이 내 앞에서 도망하였으니, 이는 라
반이라 생각하였음이요, 그가 나를
죽이고 그들의 생명도 빼앗으려 한
줄로생각하였음이라.

2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그
들을 뒤에서 부른즉, 그들이 내 소리
를 들었고 그리하여 그들이 내 앞에
서도망하기를멈추었느니라.

30 또 이렇게 되었나니 라반의 종
이나의형들을보고는떨기시작하더
니, 바야흐로 내 앞에서 도망하여 예
루살렘성으로돌아가려하였느니라.

31 이제나니파이는체격이큰사

람이었고, 또한주께로부터많은 ㄱ힘
을 받았던지라, 나는 라반의 종을 붙
잡아, 그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들었
느니라.

3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그
와말하기를, 네가내말을듣는다면,
주께서 살아 계시고 또 내가 살아 있
음같이바로그와같이, 만일네가우
리 말을 듣는다면 우리가 너의 목숨
을살려주리라하였느니라.

33 또 내가 참으로 ㄱ맹세로써 그
에게말하기를, 두려워말라, 만일네
가 우리와 함께 광야에 내려가면 우
리처럼 자유인이 될 것이라 하였느
니라.

34 내가 또한 그에게 말하여 이르
되, 정녕주께서우리에게이일을하
도록 ㄱ명하셨거늘, 우리가 주의 명령
을지킴에있어부지런하지않아야하
겠느냐? 그러한즉 만일 네가 광야로
내려가나의부친께간다면우리와자
리를함께하게되리라하였느니라.

35 이에이렇게되었나니 ㄱ조램은
내가 한 말에 용기를 얻었더라. 이제
조램이란 그 종의 이름이니, 그는 광
야로내려가서우리부친께로가겠다
고 약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때로부터이후로는우리와함께머물
겠다고우리에게맹세하였느니라.

36 이제 그가 우리와 함께 머물기
를 우리가 원했던 것은 이 이유로 인
함이었나니, 곧 유대인들이 우리가
광야로 도망한 것에 관하여 알지 못

24ㄱ 니전 3:12, 19~24;
5:10~22.

31ㄱ 모사 9:17; 앨 56:56.

33ㄱ 안내맹세.
34ㄱ 니전 2:2; 3:16.
35ㄱ 니전 16:7; 니후 5: 5~6.

안내조램, 조램인.



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지 아니하
면 그들이 우리를 뒤쫓아 와서 우리
를멸할까염려하였음이니라.

3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조램이
우리에게 ㄱ맹세하매, 그에관한우리
의두려움은그쳤느니라.

38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
는 놋쇠판과 라반의 종을 취하고 광
야로 떠나, 우리 부친의 장막으로 여
행하였느니라.

제 5 장

새라이아가 리하이에게 불평함－둘
다아들들이돌아옴을기뻐함－그들
이 희생을 드림－놋쇠판은 모세와
선지자들의글을담고있음－놋쇠판
은 리하이가 요셉의 후손임을 확인
해 줌－리하이가 그의 자손들과 판
의 보존에 관하여 예언함. 주전
600~592년경.

그리고이렇게 되었나니 우리가 광
야로내려와우리부친께이른후, 보
라, 그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셨고,
나의모친 ㄱ새라이아역시심히기뻐
하셨나니, 이는 모친이 우리로 인해
진실로슬퍼하셨었음이라.

2 이는 모친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다고 생각하셨음이라. 또한 모
친은 나의 부친에게 그가 환상의 사
람이라말하며불평하셨었나니이르
되, 보소서 당신은 우리를 우리 기업

의 땅에서 이끌어 내셨으며, 이제 내
아들들은없어졌고우리는광야에서
멸망하리이다하셨더라.

3 그리고 이 같은 말로 나의 모친
은나의부친에게불평하셨느니라.

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부
친이 모친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나
는 내가 ㄱ환상의 사람인 줄을 아노
라. 이는 만일 내가 ㄴ시현에서 하나
님의 일을 보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나의 형제들과
함께멸망하였을것임이라.

5 그러나 보라 내가 약속의 ㄱ땅을
얻었으매, 이 일로 말미암아 나는 진
정 기뻐하노라. 더욱이 나는 주께서
나의아들들을라반의손에서구원하
사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다시 데려
다주실것임을ㄴ아노라하셨더라.

6 이러한 말로 우리가 유대인의
기록을 얻으려 예루살렘 땅까지 광
야를 여행하는 동안, 나의 부친 리하
이는 우리에 관하여 나의 모친 새라
이아를위로하셨더라.

7 이에 우리가 나의 부친의 장막
으로 돌아왔을 때, 보라 그들의 기쁨
은 충만하였으며 나의 모친은 위로
를받으셨느니라.

8 그리하여모친이말씀하여이르
되, 이제 나는 주께서 나의 남편에게
광야로 도망하도록 ㄱ명하셨음을 분
명히 아노라. 또한 주께서 나의 아들
들을 보호하사 라반의 손에서 건져

12니파이전서 4:37~5:8

37ㄱ 수 9:1~21; 전 5:4. 
안내맹세.

5 1ㄱ 안내새라이아.

4ㄱ 안내 2:11.
ㄴ 니전 1:8~13. 안내시현.

5ㄱ 니전 2:20; 18:8, 22~23.

안내약속의 땅.
ㄴ 안내신앙.

8ㄱ 니전 2:2.



13 니파이전서 5:9~20

내시고,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일
을ㄴ이룰수있는능력을주셨다는것
도 분명히 아노라 하셨나니, 이같이
모친은진정으로말씀하셨느니라.

9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은 심
히기뻐하여주께 ㄱ희생과번제를드
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ㄴ감사를
드렸느니라.

10 또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께감사를드리고난후, 나의부친리
하이는 ㄱ놋쇠판에 새겨져 있는 기록
을취하여처음부터살펴보셨느니라.

11 그리고 거기에 세상의 창조와,
또한 우리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이브에 관한 기사를 전하고 있는 모
세의다섯 ㄱ책이들어있음을보셨느
니라.

12 또한 태초로부터 유다 왕 시드
기야 치세 초에 이르기까지의 유대
인의 ㄱ기록과,

13 또한 태초로부터 유다 왕 ㄱ시
드기야 치세 초에 이르기까지의 거
룩한선지자들의예언과, 또한 ㄴ예레
미야의 입으로 전해진 많은 예언이
들어있음을보셨느니라.

14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부친
리하이는 또한 ㄱ놋쇠판에서 그의 조
상의 족보를 발견하셨느니라. 그리
하여그는그가 ㄴ요셉의후손임을아

셨나니, 진실로 이 요셉은 ㄷ야곱의
아들로서 애굽으로 ㄹ팔려 가서 주의
손으로 ㅁ보전되어 그의 부친 야곱과
그의 모든 권속을 보전하여 기근으
로 멸망하지 않게 하였던 바로 그 요
셉이라.

15 또한 그들은 그들을 보전하신
바로 그 하나님에 의해 인도되어 사
로잡힘에서 ㄱ벗어나 애굽 땅에서 나
왔느니라.

16 이같이 나의 부친 리하이는 그
의 조상의 족보를 찾아 내셨으며, 또
한 라반도 역시 ㄱ요셉의 후손이었나
니, 그런 연유로 그와 그의 조상들이
기록을해왔던것이더라.

17 그리고이제나의부친이이모
든것을보셨을때, 그는영으로충만
하게 되어 그의 자손에 관하여 예언
하기시작하셨으니－

18 이 놋쇠판은 그의 자손에게서
나온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
성에게나아갈것이라하셨느니라.

19 그리하여 그는 이 놋쇠판은
ㄱ결코없어지지아니할것이며, 세월
에 의해 더 이상 흐려지지도 아니할
것이라 하시고, 또 그의 자손에 관하
여많은것을예언하셨느니라.

20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제까지
나와 나의 부친은, 주께서 우리에게

8ㄴ 니전 3:7.
9ㄱ 모사 2:3; 3니 9:19~20.

안내모세의 율법.
ㄴ 안내감사한, 감사,

감사드림.
10ㄱ 니전 4:24, 38; 13:23.

안내놋쇠판.
11ㄱ 니전 19:23. 

안내모세오경.

12ㄱ 대상 9:1. 안내경전.
13ㄱ 왕하 24:18; 렘 37:1.

ㄴ 스 1:1; 렘 36:17~32;
니전 7:14; 힐 8:20.

14ㄱ 니전 3:3, 12. 
안내놋쇠판.

ㄴ 니후 3:4; 앨 10:3. 
안내요셉, 야곱의 아들.

ㄷ 안내야곱, 이삭의 아들.

ㄹ 창 37:29~36.
ㅁ 창 45:4~5.

15ㄱ 출 13:17~18; 암 3:1~2;
니전 17:23~31; 
교성 103:16~18;
136:22.

16ㄱ 니전 6:2.
19ㄱ 앨 37:4~5.



명하신명령을지켰느니라.
21 또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기

록을 얻어 그것을 살펴보고는, 그 기
록이 바람직한 것임을 알았나니, 참
으로 우리에게 크나큰 ㄱ가치가 있는
것이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녀
들에게 주의 계명을 ㄴ보존해 줄 수
있게하는것이었느니라.

22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광야를 여행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를 갖고 가게 하신 것은 주
안에있는지혜였느니라.

제 6 장

니파이가하나님의것을기록함－니
파이의 목적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아브라함의하나님에게나아와구원
받도록 하려는 것임. 주전 600~592
년경.

이제나 니파이는 내 기록의 이 ㄱ부
분에서는 나의 조상의 족보를 기술
하지 아니하며, 이후 어느 때라도 내
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ㄴ판에는
그것을 기술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것이나의 ㄷ부친이적고계시는기
록에 나와 있음이라. 그러한즉 나는
이 책에는 그것을 기록하지 아니하
리라.

2 이는 우리가 ㄱ요셉의 후손이라
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내게는 족함

이라.
3 또한 내가 각별히 나의 부친의

일을 모두 전하는 것이 내게는 중요
한 일이 아니라. 이는 그러한 것을
ㄱ이 판에 쓸 수 없음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것에 관하여 쓸 공간을 원
함이라.

4 왜냐하면 오직 나의 뜻하는 바
는 사람들을 ㄱ설득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그리
고 야곱의 하나님께로 ㄴ나아와 구원
받게하려는것임이라.

5 그러므로 세상에 ㄱ기쁨이 되는
것들을 나는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께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
에게기쁨이되는것들을쓰노라.

6 그러므로나는나의자손들에게
명하여, 사람의 자녀들에게 가치가
있지 않은 것으로 이 판을 채우지 않
게하리라.

제 7 장

리하이의아들들이예루살렘으로돌
아가서이스마엘과그의권속들에게
그들의여행에합류하도록권유함－
레이맨과다른이들이모반함－니파
이가 그의 형들에게 주를 믿는 신앙
을갖도록권면함－그들이니파이를
줄로 묶고 그의 멸망을 꾀함－그가
신앙의권능으로풀려남－그의형들
이 용서를 구함－리하이와 그의 일

14니파이전서 5:21~6:6

21ㄱ 안내경전－경전의 가치.
ㄴ 니후 25:26.

6 1ㄱ 니후 4:14~15.
ㄴ 니전 9:2.

ㄷ 니전 1:16~17; 19:1~6.
2ㄱ 니전 5:14~16.
3ㄱ 야곱 7:27; 예이 1:2, 14;

옴 1:30.

4ㄱ 요 20:30~31. 몰몬경
표제지 참조.

ㄴ 니후 9:41, 45, 51.
5ㄱ 살전 2:4; 몰말 1:4.



15 니파이전서 7:1~12

행이 희생과 번제를 드림. 주전
600~592년경.

또이제 나는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
니, 나의 부친 리하이가 그의 자손들
에관하여 ㄱ예언하기를마치고난후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그에게 다
시 말씀하사 그 곧 리하이가 그의 가
족만을 데리고 홀로 광야로 들어감
이 좋지 아니하매, 그의 아들들이
ㄴ딸들을 ㄷ아내로 취하여 약속의 땅
에서 주를 위해 자손을 생육하게 하
라고하셨느니라.

2 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그
에게 ㄱ명하사, 나 니파이와 나의 형
들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
이스마엘과 그의 가족을 광야로 데
리고내려오게하셨느니라.

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
이는나의형들과함께 ㄱ다시예루살
렘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광야로 나
아갔느니라.

4 그리고이렇게되었나니우리가
이스마엘의집으로올라가이스마엘
의 호감을 얻게 된지라, 우리는 그에
게주의말씀을전하였느니라.

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이스마엘과 또한 그의 권속들의 마
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신지라, 그들
이 우리와 함께 여행을 떠나 광야로
내려와서 우리 부친의 장막으로 오
게되었느니라.

6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
가 광야를 여행하고 있을 때, 보라
레이맨과 레뮤엘, 그리고 이스마엘
의 딸 가운데 두 명과 이스마엘의 두
ㄱ아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나 니파이와 샘과 그들의 부
친 이스마엘과 그의 아내와 그의 다
른 세 딸에게 대항하여 모반을 일으
켰느니라.

7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 모반의
와중에서, 그들은 예루살렘 땅으로
되돌아가기를원하였느니라.

8 이에 이제 나 니파이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 ㄱ비통해졌
나니, 그런고로 그들에게, 참으로 레
이맨과 레뮤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당신들은나의형들이니이다.
그런데당신들의동생인내가당신들
에게 말하고 또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을 만큼, 당신들의 마음이 그토록
완악하고어두움은어찜이니이까?

9 당신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아
니하였음은어찜이니이까?

10 당신들이 주의 천사를 본 것을
ㄱ잊어버렸음은어찜이니이까?

11 참으로 또한 주께서 우리를 라
반의 손에서 ㄱ건져 내시고, 또 우리
로 하여금 그 기록을 얻게 하시고자,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
는지당신들이잊어버렸음은어찜이
니이까?

12 참으로 더욱이 사람의 자녀들

7 1ㄱ 니전 5:17~19.
ㄴ 니전 16:7.
ㄷ 안내결혼, 결혼하다.

2ㄱ 니전 16:7~8.

3ㄱ 니전 3:2~3.
6ㄱ 니후 4:10.
8ㄱ 앨 31:2; 

모세 7:41.

10ㄱ 신 4:9; 
니전 3:29; 4:3.

11ㄱ 니전 4.



이주를믿는ㄱ신앙을행사할진대, 주
께서는 능히 그들을 위하여 그의 뜻
대로 ㄴ만사를행하실수있으심을당
신들이 잊어버렸음은 어찜이니이까?
그러한즉우리는주께충실하사이다.

13 또 우리가 주께 충실할진대 우
리는약속의ㄱ땅을얻을것이요, 장차
어느 시기에 당신들은 예루살렘의
ㄴ멸망에 관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짐
을 알게 되리니, 이는 주께서 예루살
렘의 멸망에 관하여 말씀하신 모든
것이반드시이루어질것임이니이다.

14 이는보소서, 주의영이그들과
애쓰시기를 곧 그치심이니, 이는 보
소서, 그들이선지자들을 ㄱ물리치고,
또 ㄴ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었음이니
이다. 또 그들은 부친의 ㄷ목숨을 빼
앗으려 하였고, 끝내 그를 그 땅에서
몰아내었나이다.

15 이제보소서, 내가당신들께이
르노니, 만일 당신들이 예루살렘으
로 돌아간다면 당신들도 그들과 함
께 멸망될 것이니이다. 이제 당신들
이 원할진대 그 땅으로 올라가소서.
그리하되 내가 당신들께 하는 말, 곧
당신들이 가면 당신들 역시 멸망할
것이라는 말을 기억하소서. 이는 이
같이 주의 영이 말하라고 내게 강권
하심이니이다.

1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
이가 이 말을 나의 형들에게 하자 그
들이 내게 화를 내었느니라. 또 이렇

게 되었나니 보라, 그들이 심히 노하
였던지라, 그손을내게대었고또그
들이 나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나
를 줄로 ㄱ묶었으니, 이는 나를 광야
에 버려 두어 들짐승들에게 삼키우
게하려함이더라.

17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주를 믿
는 나의 신앙을 좇아 나를 내 형들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진정 내게
힘을 내리사 나로 하여금 나를 묶은
이결박을 ㄱ끊게하시옵소서라고하
였느니라.

1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이
말을하고나자, 보라, 결박이내손과
발에서 풀렸으며 내가 내 형들 앞에
서서다시그들에게말하였느니라.

1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
이 다시 나에게 노하여 내게 손을
대려 하였느니라. 그러나 보라 이
스마엘의 ㄱ딸 중 하나와 또한 그의
모친과 또 이스마엘의 아들 중 하나
가 나의 형들에게 간청하였던지라,
그들이 마음을 누그러뜨렸으며 나
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던 것을 멈추
었느니라.

20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
은 그들의 간악함으로 인하여 슬퍼
하여 내 앞에 절하고, 그들이 나에게
행한 일을 용서해 주도록 나에게 간
청하였느니라.

2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그

16니파이전서 7:13~21

12ㄱ 니전 3:7; 15:11.
ㄴ 니전 17:50; 앨 26:12.

13ㄱ 니전 2:20. 
안내약속의 땅.

ㄴ 왕하 25:1~21; 

니후 6:8; 25:10; 
옴 1:15; 
힐 8:20~21.

14ㄱ 겔 5:6; 니전 1:18~20;
2:13. 안내거역.

ㄴ 렘 37:15~21.
ㄷ 니전 2:1.

16ㄱ 니전 18:11~15.
17ㄱ 앨 14:26~28.
19ㄱ 니전 16:7.



17 니파이전서 7:22~8:9

들이 내게 행한 바를 모두 흔쾌히
ㄱ용서하였으며, 그들이그들의주하
나님께 기도하여 용서를 구하도록
권면하였느니라. 이에 이렇게 되었
나니 그들이 그리하였으며 그들이
주께 기도하기를 마치고 나서, 우리
는 다시 여로에 올라 우리 부친의 장
막을향해여행하여갔느니라.

2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
는 내려와서 우리 부친의 장막에 이
르렀고, 나와 나의 형들과 이스마엘
의 온 집이 내려와 나의 부친의 장막
에이른후, 그들은주그들의하나님
께 ㄱ감사를 드렸으며, 또 그에게 ㄴ희
생과번제를드렸느니라.

제 8 장

리하이가생명나무의시현을봄－그
는 그 열매를 먹고 그의 가족들도 그
같이 하기를 바람－그는 쇠막대, 협
착하고 좁은 길, 그리고 사람들을 덮
어 가리우는 어둠의 안개를 봄－새
라이아, 니파이, 샘은 열매를 먹으나
레이맨과 레뮤엘은 거절함. 주전
600~592년경.

그리고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온
갖 종류의 갖가지 씨앗을 다 모았으
며, 온갖종류의곡식씨앗과온갖종
류의과일씨앗을모두모았느니라.

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부친이 광야에 머물러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보라, 내
가한 ㄱ꿈을꾸었나니달리말하자면
내가한ㄴ시현을본것이니라.

3 또 보라 내가 본 것으로 말미암
아 ㄱ니파이와또한샘으로인하여주
안에서 기뻐할 까닭을 내가 가졌나
니, 이는 그들과 그들의 자손 가운데
많은자가구원받으리라고생각할만
한까닭을내가가졌기때문이니라.

4 그러나 보라, ㄱ레이맨과 레뮤엘
아, 너희로 인하여 내가 심히 두려워
하노라. 이는보라, 내생각으로는내
꿈에 내가 어둡고 황량한 광야를 보
았음이라.

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가 흰 ㄱ옷을
입었더니그가와서내앞에서더라.

6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내게 말하여, 나에게 그를 따라오라
하였느니라.

7 그리고이렇게되었나니내가그
를 따라가다가, 나 자신이 어둡고 황
량한황무지에있음을알았느니라.

8 또 내가 어둠 속을 여러 시간 동
안 여행하고 나서, 나는 주께서 그의
친절하신 자비를 좇아 내게 ㄱ자비를
베풀어 주십사고 주께 간구하기 시
작하였느니라.

9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
기도하고나서나는크고광활한 ㄱ벌
판을보았느니라.

21ㄱ 안내용서하다.
22ㄱ 안내감사한, 감사,

감사드림.
ㄴ 니전 5:9.

8 2ㄱ 안내꿈; 계시.
ㄴ 니전 10:17. 

안내시현.
3ㄱ 니전 8:14~18.

4ㄱ 니전 8:35~36.
5ㄱ 조역 1:30~32.
8ㄱ 안내자비로운, 자비.
9ㄱ 마 13:38.



10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 줄 만큼 먹음직
한 ㄱ열매가 달린 ㄴ나무 한 그루를 보
았느니라.

1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나아가서그나무의 ㄱ열매를먹어보
고는, 그 열매가 지극히 감미로워 내
가 이전에 맛본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감미로움을 알았느니라. 또한 나는
그 열매가 희되, 내가 이제까지 본
ㄴ흰 것 가운데 그 어느 것보다 더 희
다는것을알았느니라.

12 또내가그나무의열매를먹으
매, 그것이 나의 영혼을 심히 큰 ㄱ기
쁨으로 가득 채워 주는지라, 나는 나
의 가족들도 역시 그 열매를 먹기를
ㄴ간절히 바라게 되었나니, 이는 그
열매가다른어떤열매보다더 ㄷ먹음
직한줄을내가알았음이라.

13 그리하여 나는 혹시 나의 가족
들을또한발견할수있을까하여,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다가 물이
흐르는 ㄱ강을 하나 보았나니, 그 강
은 흘러가며 내가 열매를 먹고 있던
나무가까이에있더라.

14 이에나는그강이어디서흘러
오는지 보려고 살피다가, 조금 떨어
진곳에그강의발원지를보았고, 그
강의 발원지에서 너희 어머니 새라
이아와 샘과 니파이를 보았는데 그

들은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듯서있더라.

1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그
들에게 손짓하고 또 그들에게 큰 목
소리로 이르기를, 내게로 와서 다른
어떤 열매보다 더 먹음직한 열매를
먹으라하였느니라.

1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내게로 와서 그들도 그 열매를 먹었
느니라.

17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레이
맨과 레뮤엘도 와서 그 열매를 먹기
를 바라, 혹 그들을 볼 수 있을까 하
여 강의 발원지를 향하여 나의 눈길
을던졌느니라.

18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그들을보았으나, 그들은 ㄱ내게로와
서 그 열매를 먹으려 하지 아니하였
느니라.

19 또나는ㄱ쇠막대를하나보았는
데, 그것은 강둑을 따라 뻗어 있었으
며내곁에서있는나무에이르더라.

20 또한나는이쇠막대를따라내
곁에 서 있는 나무에까지 이르는, 한
ㄱ협착하고 좁은 길을 보았나니, 이
길은 또한 강의 발원지 곁을 지나서,
마치 하나의 세상이기나 한 듯한 크
고광활한ㄴ벌판으로이어지더라.

21 또 나는 무수한 사람의 무리를
보았는데, 그들 가운데 많은 이가 내

18니파이전서 8:10~21

10ㄱ 앨 32:41~43.
ㄴ 창 2:9; 계 2:7; 22:2;

니전 11:4, 8~25. 
안내생명나무.

11ㄱ 앨 5:34.
ㄴ 니전 11:8.

12ㄱ 안내기쁨.

ㄴ 앨 36:24.
ㄷ 니전 15:36.

13ㄱ 니전 12:16~18;
15:26~29.

18ㄱ 니후 5:20~25.
19ㄱ 시 2:9; 계 12:5; 

조성,계 19:15; 

니전 8:30; 11:25;
15:23~24.

20ㄱ 마 7:14; 
니후 31:17~20.

ㄴ 마 13:38.



19 니파이전서 8:22~34

곁에서있는나무에이르는ㄱ길에들
어서려고앞으로밀고나아오더라.

2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
은 앞으로 나아와, 나무에 이르는 길
에들어서서나아가기시작하더라.

23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어둠
의ㄱ안개가일어나매, 참으로심히큰
어둠의안개라. 그로인해그길에들
어섰던 자들이 길을 잃더니, 방황하
며, 멀어지다가, 잃어버린바되더라.

24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다른
이들이 앞으로 밀고 나아옴을 보았
나니, 그들이 나아와서 쇠막대의 끝
을 붙잡더라. 또 그들은 쇠막대를 꼭
붙든 채 밀고 나아가 어둠의 안개를
지나가더니 마침내 나아와 나무의
ㄱ열매를먹더라.

25 또그들은그나무의열매를먹
은 후, 마치 ㄱ부끄러운 듯 주위에 그
들의눈길을던지더라.

26 이에 나 또한 내 눈길을 던져
주위를 둘러보고는, 물이 흐르는 강
저편에크고 ㄱ넓은건물하나를보았
나니, 그것은 땅 위 높이, 말하자면
공중에서있더라.

27 또 그 건물은 사람들, 곧 늙은
이와 젊은이, 남자와 여자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저들의 옷차림은 심히
훌륭하였고, 저들은 열매에 이르러
서 먹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손가락
질하며조롱하는ㄱ태도였느니라.

28 이에 그들이 열매를 ㄱ맛본 후
그들을 비웃는 자들로 인하여 ㄴ부끄
러워하더니, 금단의길로 ㄷ떨어져나
가서는잃어버린바되더라.

29 또이제나니파이는나의부친
의말씀을 ㄱ모두다이야기하지는아
니하노라.

30 그러나 간략히 쓰자면, 보라,
부친은 또 다른 수많은 무리가 앞으
로 밀고 나아옴을 보셨나니, 그들이
와서 ㄱ쇠막대의끝을붙잡았더라. 또
그들은 쇠막대를 계속하여 굳게 잡
은 채 앞으로 밀고 나아오더니, 드디
어 나아와 엎드러져서 나무의 열매
를먹었느니라.

31 그리고부친은다른수많은ㄱ무
리가 저 크고 넓은 건물을 향해서 길
을더듬어가는것을또한보셨더라.

3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많은
자가 깊은 ㄱ물에 빠져 죽었으며, 많
은 자가 이상한 길에서 방황하다가
그의시야에서사라져버렸더라.

33 또저이상한건물로들어간무
리가 심히 많았는데, 그들이 그 건물
에 들어간 후에 그들은 나와 나처럼
열매를 먹고 있는 자들에게 ㄱ멸시하
는 손가락질을 하였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34 나의 부친의 말씀이 이러하니
라, 이는 그들에게 ㄱ주의를 기울인

21ㄱ 안내길.
23ㄱ 니전 12:17; 15:24.
24ㄱ 니전 8:10~12.
25ㄱ 롬 1:16; 딤후 1:8; 

앨 46:21; 몰 8:38.
26ㄱ 니전 11:35~36; 12:18.

27ㄱ 안내교만.
28ㄱ 벧후 2:19~22.

ㄴ 막 4:14~20; 8:38; 
눅 8:11~15; 
요 12:42~43.

ㄷ 안내배도.

29ㄱ 니전 1:16~17.
30ㄱ 니전 15:23~24.
31ㄱ 마 7:13.
32ㄱ 니전 15:26~29.
33ㄱ 안내박해하다, 박해.
34ㄱ 출 23:2.



자마다모두떨어져나갔음이라.
35 그리고 ㄱ레이맨과레뮤엘은열

매를 먹지 아니하였도다, 나의 부친
께서말씀하셨느니라.

36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부친께서 그의 꿈 곧 시현에 관한 많
은말씀을모두하시고나서, 그가시
현에서 보신 일들로 인해 레이맨과
레뮤엘로말미암아심히두려워하노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참으
로 그는 그들이 주의 면전에서 쫓겨
나지나않을까두려워하셨느니라.

37 그리하여 부친은 그들이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혹 주께서 그
들에게 자비를 베푸사 그들을 쫓아
내지않으시도록, 애정깊은 ㄱ부모의
정감을 다하여 그때 그들을 권면하
였나니, 진실로 나의 부친은 그들에
게가르침을베푸셨느니라.

38 또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시
고 또한 그들에게 많은 것을 예언하
시고난후, 그들에게주의계명을지
키라고하시고는그들에게말씀하기
를그치셨느니라.

제 9 장

니파이가 두 벌의 기록을 만듦－각
기 니파이의 판이라 불림－큰 판은
세속적인 역사를 담고 있고 작은 판
은 주로 성스러운 것을 다룸. 주전

600~592년경.

그리고이모든것을나의부친은레
뮤엘의 ㄱ골짜기에서 장막에 거하실
때 보고, 듣고, 말씀하셨으며, 이 외
에도 대단히 많은 것을 그리하셨으
나, 이판에는기록할수없도다.

2 그리고 이제 내가 이 판에 관하
여말한것같이, 보라, 이판은그위에
내가 내 백성의 역사에 관한 완전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 아니니라. 이
는 내가 내 백성에 관한 완전한 기사
를 작성하는 ㄱ판에 니파이라는 이름
을 부여하였음이니, 그러므로 그 판
은 나 자신의 이름을 따라 니파이의
판이라 일컬어지느니라. 또 이 판 역
시니파이의판이라일컬어지느니라.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백
성의 ㄱ성역에 관하여 새겨진 기사가
있어야한다는특별한 ㄴ목적을위해,
이 판을 만들라는 명령을 주께로부
터받았느니라.

4 다른 판에는 왕들의 다스림과
내 백성의 전쟁과 다툼이 새겨져야
하리라. 그러한즉 이 판은 주로 성역
을 위한 것이요, ㄱ다른 판은 주로 왕
들의 다스림과 내 백성의 전쟁과 다
툼을위한것이니라.

5 그러한즉, 주께서는 주 안에 있
는 한 ㄱ현명한 목적을 위하여 이 판
을 만들도록 나에게 명하셨거니와,

20니파이전서 8:35~9:5

35ㄱ 니전 8:17~18; 
니후 5:19~24.

37ㄱ 안내가족; 부모.
9 1ㄱ 니전 2:4~6, 8,

14~15; 16:6.
2ㄱ 니전 19:2, 4; 

야곱 3:13~14; 
몰말 1:2~11; 
교성 10:38~40. 
안내판.

3ㄱ 니전 6:3.
ㄴ 교성 3:19.

4ㄱ 야곱 1:2~4; 
몰말 1:10.

5ㄱ 니전 19:3; 몰말 1:7; 
앨 37:2, 12, 14.



21 니파이전서 9:6~10:6

그목적을나는알지못하노라.
6 그러나 주는 처음부터 모든 것

을 ㄱ아시는도다. 그러한즉그는사람
의 자녀들 가운데서 그의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위하여길을예비하시나
니, 이는 보라, 그는 그의 모든 말씀
을 이루실 모든 ㄴ권능을 가지셨음이
니라. 참으로그러하도다. 아멘.

제 10 장

리하이가 유대인들이 바벨론인들에
게 사로잡힌 바 되리라고 미리 이야
기함－그가 한 메시야, 한 구주, 한
구속주가 유대인 가운데 오실 것에
대해말함－리하이가또한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침례를 줄 이가 올 것에
대해서도 말함－리하이가 메시야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함－그가 이
스라엘의분산과집합을감람나무에
비유함－니파이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성신의 은사에 대해 그리고 의
로움의 필요성에 대해 말함. 주전
600~592년경.

그리고이제 나 니파이는 계속하여
ㄱ이 판에 나의 행한 바와, 나의 다스
림과성역에관한기사를기술해나가
려 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기사를 가
지고 계속해 나가기 위하여, 나는 나

의 부친과 또한 나의 형들의 일에 관
하여어느정도말해야만하느니라.

2 이는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나
의 부친께서 그의 ㄱ꿈에 대한 말씀
과, 또한 그들로 하여금 부지런함을
다하도록 권면하시는 말씀을 마치
신 후 유대인들에 관하여 말씀하셨
음이라－

3 저들이 멸망되리니, 즉 저 큰 성
ㄱ예루살렘이멸망되고, 많은자가사
로잡혀 ㄴ바벨론으로 ㄷ끌려간 후, 주
께서 친히 정하신 때를 따라 그들이
다시 ㄹ돌아올것이니, 참으로사로잡
힘에서 벗어나 되돌아오게 될 것이
며, 그들이 사로잡힘에서 벗어나 되
돌아오게 된 후, 그들은 또다시 그들
의 기업의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하
셨느니라.

4 참으로나의부친이예루살렘을
떠나신 때로부터 ㄱ육백 년에, 주 하
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한 ㄴ선지
자를일으키시리라하셨으니, 곧 ㄷ메
시야 즉 달리 말하자면 세상의 구주
시라.

5 또한 그는 선지자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되,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가말씀하신이메시야, 곧세상의구
속주에 관하여 이러한 일들을 ㄱ증거
하였는지를말씀하셨느니라.

6 그러므로모든인류는잃어버린

6ㄱ 니후 9:20; 교성 38:2;
모세 1:6, 35. 
안내전지.

ㄴ 마 28:18.
10 1ㄱ 니전 9:1~5; 19:1~6;

야곱 1:1~4.
2ㄱ 니전 8.

3ㄱ 에 2:6; 니후 6:8; 
힐 8:20~21.

ㄴ 겔 24:2; 니전 1:13; 
옴 1:15.

ㄷ 니후 25:10. 
안내연대표－주전 587.

ㄹ 렘 29:10; 니후 6:8~9.

4ㄱ 니전 19:8; 니후 25:19;
3니 1:1.

ㄴ 니전 22:20~21.
ㄷ 안내메시야.

5ㄱ 야곱 7:11; 모사 13:33; 
힐 8:19~24; 
3니 20:23~24.



바 되고 ㄱ타락한 상태에 있으며, 그
들이이구속주에의지하지않고서는
언제까지나그러하리라하시더라.

7 또한 그는 메시야에 앞서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ㄱ선지자에 관하여
서도말씀하셨나니－

8 참으로그가나아가서광야에서
외치기를, 너희는주의길을 ㄱ예비하
라. 그의 행로를 곧게 하라. 이는 너
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가
서 계심이라. 그는 나보다 능력이 크
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아니하다하리라하셨느니
라. 그리고나의부친은이일에관하
여서실로많은말씀을하셨느니라.

9 또 나의 부친은 이르기를, 그가
요단건너편 ㄱ베다바라에서 ㄴ침례를
주리라 하셨으며, 또한 이르기를, 그
는물로침례를줄것이며, 참으로그
가 메시야에게 물로 침례를 줄 것이
라고하셨느니라.

10 또 그는 메시야에게 물로 침례
를준후에, 그가세상의죄를제하실
하나님의 ㄱ어린 양에게 침례를 주었
음을알고증거하리라하셨느니라.

1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부친은 이러한 말씀을 하신 후, 나의
형들에게 유대인들 가운데 전파될

복음에 관하여, 또한 유대인들이 점
차 ㄱ믿지 않음에 ㄴ빠져 들어갈 것에
관하여 말씀하셨나니, 그들이 장차
오실 메시야를 ㄷ죽인 후, 그리고 그
가죽임을당하신후그는죽은자가
운데서 ㄹ일어나사, ㅁ성신에 의해 이
방인들에게자신을나타내보이시리
라하셨느니라.

12 참으로 나의 부친은 이방인들
에 관하여서 많이 말씀하셨으며, 또
한 이스라엘 집에 관하여서도 많이
말씀하셨으니, 곧 그들이 그 가지가
꺾여 온 지면에 ㄱ흩어질 ㄴ감람나무
에비유될것이라하셨느니라.

13 그리하여 그가 이르기를, 우리
가 하나같이 약속의 ㄱ땅으로 인도되
어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지리라 하
신 주의 말씀을 이룸은 반드시 필요
한일이라하셨느니라.

14 또 이스라엘 집이 흩어지고 난
후, 그들은 다시 함께 ㄱ모이게 될 것
이라하셨나니, 즉요컨대 ㄴ이방인들
이 복음의 충만함을 받은 후, ㄷ감람
나무의 원가지들 즉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들이 그들의 주이시며 그들
의 구속주이신 참 메시야에게로 접
목될것이니, 즉그에대한지식에이
르게될것이라하셨느니라.

22니파이전서 10:7~14

6ㄱ 안내아담과 이브의
타락.

7ㄱ 니전 11:27; 니후 31:4.
8ㄱ 사 40:3; 마 3:1~3.
9ㄱ 요 1:28.
ㄴ 안내침례 요한.

10ㄱ 안내하나님의 어린 양.
11ㄱ 몰 5:14.

ㄴ 야곱 4:14~18.
ㄷ 안내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림.
ㄹ 안내부활.
ㅁ 안내성신.

12ㄱ 니전 22:3~8.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흩어짐.

ㄴ 창 49:22~26; 
니전 15:12; 
니후 3:4~5; 
야곱 5; 6:1~7. 

안내감람나무; 
포도원, 주의.

13ㄱ 니전 2:20. 
안내약속의 땅.

14ㄱ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집합.

ㄴ 니전 13:42; 
교성 14:10.

ㄷ 야곱 5:8, 52, 54, 60,
68.



23 니파이전서 10:15~22

15 이에이같은말로써나의부친
은 나의 형들에게 예언하고 말씀하
셨으며, 또한 더 많은 것을 말씀하셨
으나 이를 나는 이 책에 기록하지 아
니하노니, 이는 그 중에서 내가 합당
하게여기는만큼을내가나의 ㄱ다른
책에기록해두었음이니라.

16 그리고내가말한이모든일은
나의부친이레뮤엘의골짜기에서장
막에거하실때에이루어졌느니라.

1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
이가 부친이 ㄱ시현에서 보신 것들과
그가 성신의 권능으로 ㄴ말씀하신 것
을 모두 들었으니, 이 권능은 하나님
의 아들을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가받으신것이요－하나님의아들
은 장차 오실 ㄷ메시야라－나 니파이
는 하나님께서 장차 사람의 자녀들
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그때와
마찬가지로, ㄹ고대에 있어서도 역시
그를 ㅁ부지런히찾는자모두에게주
시는 하나님의 ㅂ은사인 성신의 권능
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 보고 듣고
알기를또한간절히원하였느니라.

18 이는 그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
원토록 ㄱ동일하심이요, 사람들이 회
개하여 그에게 나아올진대,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만인을 위
해길이예비되어있음이라.

19 이는 부지런히 찾는 자가 찾을

것이며, 하나님의 ㄱ비밀이 ㄴ성신의
권능으로 그들에게 펼쳐질 것임이
니, 고대에서와 같이 이 시대에도 역
시 그러하며, 장차 올 시대에서와 같
이 고대에도 역시 그러하였음이라.
그러한즉 주의 ㄷ진로는 하나의 영원
한원이니라.

20 그러므로사람아, 너희모든행
위에대하여너희가 ㄱ심판받게될것
임을기억하라.

21 그러한즉 만일 너희가 너희의
ㄱ시험의 날 동안 간악하게 행하기를
구하였다면,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
의심판대앞에서 ㄴ부정한것으로드
러나나니,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하
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은즉, 그러므
로 너희가 영원히 버림을 받아야만
하느니라.

22 또 성신께서 권세를 주사 나로
하여금 이러한 것들을 말하게 하시
고, 이를거부하지않게하시느니라.

제 11 장

니파이가 주의 영을 보고 시현에서
생명나무를보게됨－그가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를 보고 하나님의 낮
추어 오심에 대해 알게 됨－그가 하
나님의어린양의침례, 성역및십자
가에 달리심을 봄－그가 또한 어린

15ㄱ 니전 1:16~17.
17ㄱ 니전 8:2.

ㄴ 이노 1:3; 앨 36:17.
ㄷ 안내메시야.
ㄹ 교성 20:26.
ㅁ 모로 10:4~5, 7, 19.
ㅂ 안내성신.

18ㄱ 히 13:8; 몰 9:9; 
교성 20:12. 
안내하나님, 신회.

19ㄱ 안내하나님의 비밀.
ㄴ 안내성신.
ㄷ 앨 7:20; 교성 3:2; 35:1.

20ㄱ 전 12:14; 니후 9:46.

안내심판, 마지막.
21ㄱ 앨 34:32~35.

ㄴ 고전 6:9~10; 
3니 27:19; 
교성 76:50~62; 
모세 6:57.



양의 십이사도의 부르심과 성역을
봄. 주전600~592년경.

이는 이렇게 되었음이니 내가 나의
부친이 보신 것들을 심히 알기 원한
후에, 주께서 그것들을 나에게도 알
려 주실 수 있으리라고 믿으며 내 마
음으로 ㄱ깊이 생각하며 앉아 있었을
때, 나는 주의 영에게 ㄴ붙들리어, 내
가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며, 전
에 한 번도 발을 딛어 본 적이 없는
심히높은ㄷ산으로이끌려갔느니라.

2 그리고 영이 내게 이르시되, 보
라, 네가원하는것이무엇이냐?

3 이에 내가 이르되, 나의 아버지
가본것들을 ㄱ보기원하나이다하였
더라.

4 그리고 영이 내게 이르시되, 너
는 네 아비가 말한 그 ㄱ나무를 보았
다고믿느냐?

5 이에 내가 이르되, 그러하오이
다. 내가내아버지의말을모두ㄱ믿는
줄당신께서아시나이다하였더라.

6 그리고 내가 이러한 말들을 하
고나자, 영이큰음성으로외쳐이르
시되, 지극히높으신하나님, 곧주께
호산나로다. 이는 그가 온 ㄱ땅을 다
스리시는 하나님이시요, 참으로 모
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이라.
또 너 니파이에게 복이 있나니 네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ㄴ믿
음이라. 그런즉, 네가원한것들을네
게보여주리라.

7 또보라, 이것이네게 ㄱ표적으로
주어질 것이라. 곧 네 아비가 맛 본
열매를 맺는 그 나무를 네가 보고 난
후, 하늘로부터 한 사람이 내려오는
것을네가또한보게되리니, 그를네
가 목격할지며 네가 그를 목격한 후,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ㄴ증거하리
라하시더라.

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영이 내
게 일러, 보라 하시기로 내가 보고는
나무 한 그루를 보았나니, 그것은 나
의부친이보신 ㄱ나무와흡사하더라.
또 그 아름다움은 모든 아름다움을
훨씬 능가하여 참으로 어떤 아름다
움보다도더욱뛰어났으며, 그 ㄴ희기
는쌓인눈의희기보다더희더라.

9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나무
를본후에영께이르되, 당신께서무
엇보다도 ㄱ귀한나무를내게보여주
셨음을내가보나이다하였더라.

10 그리고그가내게이르시되, 네
가원하는것이무엇이냐?

11 이에 내가 그에게 이르되, 그
ㄱ해석을 알기 원하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내가 사람이 말하듯 그에게 말
하였음이라. 이는그가사람의 ㄴ형상
을 하고 계심을 내가 보았음이어니

24니파이전서 11:1~11

11 1ㄱ 교성 76:19. 
안내깊이 생각하다.

ㄴ 고후 12:1~4; 계 21:10;
니후 4:25; 모세 1:1.

ㄷ 신 10:1; 이더 3:1.
3ㄱ 니전 8:2~34.
4ㄱ 니전 8:10~12;

15:21~22.
5ㄱ 니전 2:16.
6ㄱ 출 9:29; 니후 29:7; 

3니 11:14; 모세 6:44.
ㄴ 안내믿음, 믿다.

7ㄱ 안내표적.
ㄴ 안내간증.

8ㄱ 니전 8:10.
ㄴ 니전 8:11.

9ㄱ 니전 11:22~25.
11ㄱ 창 40:8.

ㄴ 이더 3:15~16.



25 니파이전서 11:12~24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가 주
의영인줄을알았고, 또그는사람이
다른 사람과 말하듯 나에게 말씀하
셨느니라.

1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내
게일러, 보라하시기로내가마치그
를 쳐다보려는 듯 보았으나, 내가 그
를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내 앞
에서떠나가셨음이더라.

1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보
고큰성예루살렘과또한다른성읍들
을 보았고, 나는 또 나사렛 성을 보았
으며 ㄱ나사렛 성 안에 한 ㄴ처녀를 보
았나니그처녀는심히곱고희더라.

14 또이렇게되었나니내가보니,
ㄱ하늘들이 열리고 한 천사가 내려와
내 앞에 서서 내게 이르되, 니파이야
네가무엇을보느냐?

15 이에내가그에게말하기를, 다
른 모든 처녀들보다 뛰어나게 지극
히 아름답고 고운 처녀 하나를 보나
이다하였더라.

16 또그가내게이르기를너는하
나님의낮추어오심을아느냐?

17 이에내가그에게말하기를, 나
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
하심을 알고 있나이다. 그러할지라
도 모든 것의 의미를 알지는 못하나
이다하였더라.

18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보는 ㄱ처녀는육의방식에의하
면 하나님 아들의 ㄴ어머니시니라 하
더라.

19 또이렇게되었나니나는그처
녀가 영에 이끌려 감을 보았으며, 얼
마 동안 그 처녀가 ㄱ영에 이끌려 가
있은 후에 천사가 내게 말하여 이르
되, 보라하였느니라.

20 이에내가보고그처녀를다시
보았더니 한 ㄱ어린아이를 팔에 안고
있더라.

21 또천사가내게이르되, 하나님
의 ㄱ어린 양 곧 참으로 영원하신 ㄴ아
버지의ㄷ아들을보라! 너의부친이본
ㄹ나무의의미를이제네가알겠느냐?

22 이에 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
르되, 그러하오이다. 그것은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에 두루 내리는 하나
님의 ㄱ사랑이니이다. 그러한즉 그것
은 무엇보다도 가장 바랄만한 것이
니이다하였느니라.

23 또 그가 내게 일러 이르되, 그
러하도다. 또한영혼을가장 ㄱ기쁘게
하는것이니라하더라.

24 또 그가 이 말들을 하고 난 후,
나에게일러, 보라하기로, 내가보고
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ㄱ나아가시는 것을 보았느니
라. 또 내가 본즉, 많은 자들이 그의
발에엎드려그를경배하더라.

13ㄱ 마 2:23.
ㄴ 눅 1:26~27; 

앨 7:10. 
안내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14ㄱ 겔 1:1; 니전 1:8.
18ㄱ 사 7:14; 

눅 1:34~35.
ㄴ 모사 3:8.

19ㄱ 마 1:20.
20ㄱ 눅 2:16.
21ㄱ 안내하나님의 어린 양.

ㄴ 안내하나님,
신회－아버지 하나님.

ㄷ 안내예수 그리스도.
ㄹ 니전 8:10; 

앨 5:62. 
안내생명나무.

22ㄱ 안내사랑.
23ㄱ 안내기쁨.
24ㄱ 눅 4:14~21.



25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나의
부친이 보신 ㄱ쇠막대가 ㄴ생수의 근
원, 곧 ㄷ생명나무로인도하는하나님
의 말씀임을 알았나니, 이 물은 하나
님의 사랑의 표현이니라. 또 나는 생
명나무가하나님의사랑의표현임도
알았느니라.

26 또천사가다시내게이르기를,
보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ㄱ낮추어 오
심을볼지어다!

27 이에 내가 보고는 나의 부친이
말씀하신 세상의 구속주를 ㄱ보았고,
또한그의앞에서길을예비할 ㄴ선지
자도 보았나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아가사 그에게 ㄷ침례를 받으시더
라. 또 그가 침례를 받으신 후 내가
보니 하늘들이 열리고, 성신이 하늘
에서내려와, ㄹ비둘기의형상으로그
의위에머무르더라.

28 또 내가 보니 그가 ㄱ능력과 큰
영광으로나아가백성들에게성역을
베푸시매, 허다한 무리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함께 모였더라. 또 내가 보
니, 그들이 그를 그들 가운데서 쫓아
내더라.

29 또 나는 다른 ㄱ열둘이 그를 따
르는 것도 보았느니라. 그리고 이렇
게 되었나니 그들이 나의 면전에서
영에 이끌려 가더니 보이지 아니하
더라.

30 또 이렇게 되었나니 천사가 다
시내게일러이르되, 보라하기로내
가 보고 하늘들이 다시 열린 것을 보
았고, 또 ㄱ천사들이 사람의 자녀들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나니 그들
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성역을 베풀
더라.

31 또 그가 다시 내게 일러 이르
되, 보라 하기로 내가 보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나
아가시더라. 또 나는 병든 자들과 온
갖 종류의 질병으로 또 ㄱ마귀들과
ㄴ더러운 귀신들로 고통받는 허다한
무리를 보았나니, 천사가 이 모든 것
을 나에게 말하고 보여 주었느니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권
능으로 ㄷ고침을 받고 마귀들과 더러
운귀신들이쫓겨나더라.

32 또 이렇게 되었나니 천사가 다
시내게일러이르되, 보라하기로내
가 보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
나니 그가 사람들에게 잡히셨더라.
참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게 ㄱ심판을 받으시매 내가 보
고증거하였노라.

33 또나니파이가보니, 그가 ㄱ십
자가 위에 들리어 세상의 죄를 위하
여ㄴ죽임을당하시더라.

34 또그가죽임을당하신후에내
가본즉, 땅의허다한무리가어린양

26니파이전서 11:25~34

25ㄱ 니전 8:19.
ㄴ 안내생수.
ㄷ 창 2:9; 앨 32:40~41;

모세 4:28, 31.
26ㄱ 니전 11:16~33.
27ㄱ 니후 25:13.

ㄴ 마 11:10; 니전 10:7~10;
니후 31:4.

ㄷ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
ㄹ 안내비둘기의 표적.

28ㄱ 교성 138:25~26.
29ㄱ 안내사도.
30ㄱ 안내천사.
31ㄱ 막 5:15~20; 모사 3:5~7.

안내악마.
ㄴ 안내영－악한 영들.

ㄷ 안내병 고치다, 병 고침.
32ㄱ 막 15:17~20.
33ㄱ 요 19:16~19; 

모사 3:9~10; 3니 27:14. 
안내십자가.

ㄴ 안내속죄하다, 속죄.



27 니파이전서 11:35~12:5

의 사도들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함
께 모였더라. 어린 양의 사도라 함은
주의 천사가 열둘을 이같이 일컬었
음이라.

35 또땅의허다한무리가함께모
였는데 내가 보니, 그들이 나의 부친
이 보신 것과 흡사한 한 크고 넓은
ㄱ건물 안에 있더라. 주의 천사가 다
시내게일러이르되, 세상과그지혜
를보라. 참으로, 보라이스라엘의집
이 어린 양의 열두 사도를 대적하여
싸우려고함께모였도다하더라.

36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보고
증거하였으되, 그 크고 넓은 건물은
세상의 ㄱ교만이요, 또그것이무너지
니, 그 무너짐이 심히 크더라. 이에
주의 천사가 다시 내게 일러 이르되,
어린 양의 열두 사도를 대적하여 싸
울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의멸망이이러하리라하더라.

제 12 장

니파이가 시현에서 약속의 땅, 그 주
민들의 의로움과 죄악과 멸망, 하나
님의어린양이그들가운데오심, 열
두 제자와 열두 사도들이 이스라엘
을 심판할 방법, 그리고 믿지 않음에
빠져든 자들의 혐오스럽고 더러운
상태를봄. 주전600~592년경.

또이렇게 되었나니 천사가 내게 이
르기를, 보라, 그리하여네자손과네

형제들의 자손을 볼지어다 하기로,
내가 보고 약속의 ㄱ땅을 보았고, 또
허다한 사람들의 무리를 보았나니,
참으로 그 수가 마치 바다의 모래알
과같이많더라.

2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허다
한 무리들이 서로 대적하여 싸우려
고함께모이는것을보았으며, 또나
는 내 백성 가운데 ㄱ여러 전쟁과 전
쟁의 소문과 칼로 행하여지는 큰 살
육들을보았느니라.

3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그 땅
에서 전쟁과 분쟁의 와중에 많은 세
대가 지나감을 보았고, 또 많은 성읍
들을 보았나니, 참으로 그 수가 많은
고로내가세지아니하였느니라.

4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약속
의 땅 위에 ㄱ어둠의 ㄴ안개를 보았으
며, 또 번개를 보았으며, 또 천둥과
지진과 온갖 종류의 요란한 소리를
들었으며, 또 땅과 바위들이 갈라지
는 것을 보았으며, 또 산들이 산산조
각으로 무너짐을 보았으며, 또 땅의
평지들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으며,
또많은성읍들이 ㄷ가라앉는것을보
았으며, 또 많은 성읍들이 불에 타는
것을 보았으며, 또 많은 성읍들이 땅
의 흔들림으로 인하여 땅에 무너지
는것을보았느니라.

5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이러
한 것을 본 후에 나는 어둠의 ㄱ연무
가 땅에서 걷히는 것을 보았으며, 또
보라 나는 크고 두려운 주의 심판으

35ㄱ 니전 8:26; 12:18.
36ㄱ 안내교만.
12 1ㄱ 안내약속의 땅.

2ㄱ 이노 1:24; 몰 8:7~8;
안내전쟁.

4ㄱ 니전 19:10.

ㄴ 힐 14:20~28.
ㄷ 3니 8:14.

5ㄱ 3니 8:20; 10:9.



로 인하여 엎드러지지 아니한 허다
한많은무리를보았느니라.

6 또 내가 보니 하늘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ㄱ어린 양이 하늘에서 내려
오시더니, 그가 내려오셔서 그들에
게자기를보이시더라.

7 또한 내가 보았고 증거하노니
성신이 ㄱ다른열둘위에내리시더니,
그들이 하나님께 성임을 받고 택하
심을입더라.

8 이에 천사가 내게 말하여 이르
되, 네 자손들에게 성역을 베풀도록
택하심을 입은 어린 양의 열두 제자
를보라하더라.

9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어
린 양의 ㄱ열두 사도를 기억하느냐?
보라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ㄴ심판할 자들이라. 그러한즉
네 자손의 열두 성역자들이 그들에
게 심판을 받으리니 이는 너희가 이
스라엘집에속하였음이니라.

10 또 네가 보는 이 ㄱ열두 성역자
들은 너의 자손들을 심판하리라. 또
보라, 그들은 영원히 의로우니,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그들의 신
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ㄴ옷이 그의
피로희게되었음이니라하더라.

11 또 천사가 내게 일러, 보라 하
기로내가보고ㄱ세세대가의로운가

운데지나감을보았나니그들의옷이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희더라. 또 천
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어린 양을
믿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
의피로희게된것이니라하더라.

12 또 나 니파이는 또한 ㄱ네 번째
세대의 많은 이들이 의로운 가운데
지나감을보았느니라.

13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본즉
땅의허다한무리가함께모였더라.

14 또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의
자손들과 네 형제들의 자손들을 보
라하더라.

1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보
고, 나의 자손들의 백성이 허다한 무
리를이루어나의형제들의자손들을
ㄱ대적하여함께모인것을보았나니,
그들은싸우려고함께모였더라.

16 또 천사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
를, 너의 부친이 본 ㄱ더러운 물의 근
원을 보라, 곧 그가 말한 ㄴ강이니 그
깊이는ㄷ지옥의깊이니라.

17 또 어둠의 ㄱ안개는 악마의 유
혹이니, 이것이 사람의 자녀들의 눈
을 ㄴ멀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
여 그들을 ㄷ넓은 길로 이끌어 낸즉
그들이멸망하며잃은바되느니라.

18 또 너의 부친이 본 크고 넓은
ㄱ건물은사람의자녀들의헛된ㄴ상상

28니파이전서 12:6~18

6ㄱ 니후 26:1, 9; 
3니 11:3~17.

7ㄱ 3니 12:1; 19:12~13.
9ㄱ 눅 6:13.
ㄴ 마 19:28; 교성 29:12.

안내심판, 마지막.
10ㄱ 3니 27:27; 

몰 3:18~19.
ㄴ 계 7:14; 앨 5:21~27;

13:11~13; 
3니 27:19~20.

11ㄱ 니후 26:9~10; 
3니 27:30~32.

12ㄱ 앨 45:10~12; 
힐 13:5, 9~10; 
3니 27:32; 
4니 1:14~27.

15ㄱ 몰 6.

16ㄱ 안내더러운, 더러움.
ㄴ 니전 8:13; 15:26~29.
ㄷ 안내지옥.

17ㄱ 니전 8:23; 15:24; 
교성 10:20~32.

ㄴ 안내배도.
ㄷ 마 7:13~14.

18ㄱ 니전 8:26; 11:35~36.
ㄴ 렘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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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ㄷ교만이라. 크고 두려운 ㄹ심연이
이를 갈라 놓나니, 실로 크고 두려운
심연이란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ㅁ공
의의말씀과세상이시작된때로부터
이때까지, 그리고이때로부터앞으로
영원토록 성신이 증거하시는 메시야
곧하나님의어린양이시니라.

19 또 천사가 이 말을 하는 동안
내가 보니, 천사의 말대로 내 형제들
의 자손들이 나의 자손들을 대적하
여 다투더라. 또 나의 자손들의 교만
과악마의 ㄱ유혹으로인해나는나의
형제들의 자손들이 나의 자손들의
백성을 ㄴ이기는것을보았느니라.

20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본즉
나의 형제들의 자손들의 백성이 나
의 자손들을 정복하였고, 또 그들은
허다한 무리를 이루어 그 땅의 지면
위에나아가더라.

21 또내가보니그들이허다한무
리를 이루어 함께 모였더라. 또 내가
보니그들가운데 ㄱ전쟁과전쟁의소
문이있더라. 또내가보니전쟁과전
쟁의 소문 가운데 여러 세대가 지나
가더라.

22 천사가또내게이르기를, 보라
이들이 믿지 않음에 ㄱ빠져들리라 하
더라.

2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본
즉, 그들이믿지않음에빠져든후그
들은 ㄱ게으름과 온갖 가증함이 가득

하며 ㄴ어둡고혐오스러우며 ㄷ더러운
백성이되더라.

제 13 장

니파이가시현에서이방인들가운데
세워진 악마의 교회, 미 대륙의 발견
과 식민, 성경의 명백하고 귀한 부분
이 많이 소실되는 것, 이방인의 배도
의결과로써생긴상태, 복음의회복,
후일의 경전의 출현 및 시온의 건설
을봄. 주전600~592년경.

또이렇게 되었나니 천사가 내게 말
하여이르되, 보라하기로, 내가보고
는많은나라와왕국들을보았더라.

2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무
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말하기를
많은 나라와 왕국들을 보나이다 하
였더니,

3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이방인
들의나라와왕국들이니라하더라.

4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ㄱ이방
인들의나라가운데서한 ㄴ큰교회가
형성됨을보았느니라.

5 이에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다
른 어느 교회보다도 더한 가장 가증
한 교회의 형성됨을 보라. 그들이 하
나님의성도들을 ㄱ살해하며, 또그들
을 고문하며 그들을 결박하며, ㄴ쇠
멍에로 그들에게 멍에를 씌우며, 그

18ㄷ 안내교만.
ㄹ 눅 16:26; 

니전 15:28~30.
ㅁ 안내공의.

19ㄱ 안내유혹하다, 유혹.
ㄴ 예이 1:10; 몰말 1:1~2.

21ㄱ 몰 8:8; 모로 1:2. 
안내전쟁.

22ㄱ 니전 15:13; 니후 26:15.
23ㄱ 안내게으른, 게으름.

ㄴ 니후 26:33.
ㄷ 니후 5:20~25.

13 4ㄱ 안내이방인.
ㄴ 니전 13:26, 34; 

14:3, 9~17.
5ㄱ 계 17:3~6; 

니전 14:13.
ㄴ 렘 28:10~14.



들을끌어내려사로잡히게하는도다
하더라.

6 또이렇게되었나니내가이 ㄱ크
고 가증한 교회를 보았고, 또 내가
ㄴ악마를보았나니그가그교회의설
립자더라.

7 또한나는 ㄱ금과은과비단과주
홍색 천과 세마포와 온갖 값진 옷을
보았으며, 또 나는 많은 창녀들을 보
았느니라.

8 이에 천사가 내게 말하여 이르
되, 보라 금과 은과 비단과 주홍색
천과 세마포와 값진 옷과 창녀들은
이 크고 가증한 교회가 ㄱ바라는 것
들이라.

9 또한 세상의 칭찬을 받고자, 실
로 그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ㄱ멸망
시키며그들을끌어내려사로잡히게
하는도다하더라.

10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보고
또 많은 물들을 보았나니, 그 물들이
이방인들과나의형제들의자손들을
갈라놓았더라.

11 또 이렇게 되었나니 천사가 내
게 이르기를, 보라 하나님의 진노가
너의 형제들의 자손들 위에 있도다
하더라.

12 또내가보고또이방인가운데
서한사람을보았는데, 그가많은물
들을 사이에 두고 나의 형제들의 자
손들에게서 떨어져 있더라. 또 내가

보니하나님의 ㄱ영이내려와서그사
람에게 역사하시매, 그가 많은 물들
위로 나아가서는, 참으로 약속된 땅
에 있는 내 형제들의 자손들에게 이
르더라.

13 또이렇게되었나니내가본즉,
하나님의 영이 또 다른 이방인들에
게역사하시매그들이사로잡힘에서
벗어나많은물들위로나아가더라.

14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약속
의 ㄱ땅 위에 허다한 이방인의 ㄴ무리
들을 많이 보았고, 또 하나님의 진노
가 내 형제들의 자손들 위에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이 이방인들 앞에서
ㄷ흩어지며괴로움을당하더라.

15 또나는주의영이이방인들위
에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이 참으로
번성하며 그 ㄱ땅을 그들의 유업으로
얻더라. 또 내가 보니 그들은 ㄴ죽임
을 당하기 전의 나의 백성들처럼 희
며, 심히곱고, ㄷ아름답더라.

16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
가 본즉, 사로잡힘에서 벗어나 나아
간 이방인들이 참으로 주 앞에 겸손
하매, 주의 권능이 ㄱ그들과 함께 하
더라.

17 또 내가 보니, 그들의 어미 이
방인들이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물들위에와또한그땅위에함께모
였더라.

18 또내가보니, 하나님의권능은

30니파이전서 13:6~18

6ㄱ 교성 88:94. 
안내악마－악마의 교회.

ㄴ 니전 22:22~23.
7ㄱ 몰 8:36~38.
8ㄱ 계 18:10~24; 

몰 8:35~38.

9ㄱ 계 13:4~7.
12ㄱ 안내영감, 영감을 주다.
14ㄱ 안내약속의 땅.

ㄴ 니후 1:11; 
몰 5:19~20.

ㄷ 니전 22:7~8.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흩어짐.

15ㄱ 니후 10:19.
ㄴ 몰 6:17~22.
ㄷ 니후 5:21.

16ㄱ 교성 1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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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과 함께 하고, 또한 하나님의 진
노는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함께
모인자들모두의위에있더라.

19 또나니파이가보니, 사로잡힘
에서 벗어나 나아간 이방인들이 하
나님의 권능으로 다른 모든 나라의
손에서ㄱ건져내심을입더라.

20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
가 본즉, 그들이 그 땅에서 번성하더
라. 또내가한 ㄱ책을보았나니그책
이그들중에널리퍼지더라.

21 이에천사가내게이르되, 네가
그책의의미를아느냐하기로,

22 이에내가그에게말하되, 알지
못하나이다하였도다.

23 또 그가 이르되, 보라 그것은
유대인의입에서나아오느니라하기
로, 나니파이가그것을보니그가내
게 이르되, 네가 보고 있는 ㄱ책은 주
께서 이스라엘 집에 맺으신 바 곧 주
의 성약이 들어 있는 ㄴ유대인의 ㄷ기
록이니라. 그 책에는 또한 거룩한 선
지자들의 예언도 많이 들어 있나니,
그 책은 곧 ㄹ놋쇠판에 새겨져 있는
것과 흡사한 기록이나, 다만 그만큼
많지는 아니하니라. 그러할지라도
거기에는 주께서 이스라엘 집에 맺
으신바곧주의성약이들어있나니,
그런즉 이방인들에게 큰 가치가 있
는것이라하더라.

24 또 주의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그 책이 유대인의 입으로부터
나아옴을 보았거니와, 그 책이 유대
인의 입으로부터 나아왔을 때, 거기
에는열두사도가증거한이, 곧주의
충만한 복음이 실려 있었으며, 그들
은 하나님의 어린 양 안에 있는 진리
에따라증거하였느니라.

25 그러한즉 이러한 것들이 하나
님 안에 있는 진리를 따라, ㄱ유대인
들로부터 순수한 그대로 ㄴ이방인들
에게나아가느니라.

26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린 양
의 열두 사도의 손에 의해 유대인들
로부터 ㄱ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고
나서, 너는 저 ㄴ크고 가증한 ㄷ교회가
형성됨을 보나니, 이는 다른 모든 교
회보다 가장 가증한 것이니라. 이는
보라그들이어린양의복음에서 ㄹ명
백하고극히귀한많은부분들을 ㅁ제
하여 버렸음이요, 주의 많은 성약을
또한제하여버렸음이라.

27 이제이모든일을그들이행한
것은, 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여,
사람의 자녀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
음을완악하게하려함이라.

28 그러한즉 그 책이 크고 가증한
교회의 손을 거쳐 나아간 후, 하나님
의 어린 양의 책인 그 책에서, 많은
명백하고 귀한 것들이 제하여진 것

19ㄱ 니후 10:10~14; 
3니 21:4; 
이더 2:12.

20ㄱ 니전 14:23.
23ㄱ 니전 13:38; 

니후 29:4~12.
ㄴ 니후 3:12.

ㄷ 안내경전.
ㄹ 니전 5:10~13.

25ㄱ 니후 29:4~6. 
교성 3:16. 
안내유대인.

ㄴ 안내이방인.
26ㄱ 마 21:43.

ㄴ 니전 13:4~6; 
14:3, 9~17.

ㄷ 안내배도－초대 기독교
교회의 배도.

ㄹ 니전 14:20~26; 
신개 1:8.

ㅁ 몰 8:33; 모세 1:41.



을네가보느니라.
29 또이명백하고귀한것들이제

하여진후에, 그책이이방의모든국
민들에게로 나아가나니, 그것이 이
방의 모든 국민들에게로 나아가며,
참으로 네가 사로잡힘에서 벗어나
나아간 이방인들과 함께 본 그 많은
물들을 건너서까지 나아간 후, 하나
님의 어린 양 안에 있는 명백함을 좇
아, 사람의 자녀들이 이해하기에 명
백했던 것들, 곧 그 책에서 제하여진
많은 명백하고 귀한 것들로 인해, 즉
어린 양의 복음에서 제하여진 이러
한것들로인해, 실로심히많은자들
이 실족하여 넘어지며, 참으로 그 결
과 사탄이 그들 위에 큰 권능을 가짐
을네가보느니라.

30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로잡힘
에서 벗어나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
능으로 다른 모든 나라 위에 들리운
이방인들이 다른 모든 땅 위에 뛰어
난 그 땅 위에 있음을 네가 보나니,
이 땅은 주 하나님께서 너의 부친과
성약을 맺어, 그의 자손들이 그들의
기업의 ㄱ땅으로갖게하리라하신땅
이라. 그러한즉 주 하나님께서는 이
방인들이 네 형제 중에 있는 바 너의
자손의피가 ㄴ섞인자들을온전히멸
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임을
네가보느니라.

31 또한 그는 이방인들이 너의 형
제들의 자손들을 ㄱ멸하도록 버려두

시지도아니하시리라.
32 또한 주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

형성됨을본저 ㄱ가증한교회에의하
여유보된바어린양의복음의그명
백하고 극히 귀한 부분들로 인해, 이
방인들이 네가 보는 바 그들이 처해
있는 그 비참한 눈먼 상태에 영원히
머물러있게버려두시지도아니하시
리라.

33 그런즉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르시느니라, 내가 이방인들에게 자
비를 베풀어 큰 심판으로 이스라엘
집의남은자에게보응을내리리라.

34 또 이렇게 되었나니 주의 천사
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어
린 양이 이르시느니라. 보라 내가 이
스라엘집의 ㄱ남은자에게보응을내
리고 나서－내가 말하는 이 남은 자
는너의부친의자손들이라－그런즉
내가 심판을 베풀어 그들에게 보응
하고 이방인의 손을 빌어 그들을 친
후, 또창녀들의어미가되는저가증
한 교회에 의해 유보된 바 어린 양의
ㄴ복음의 극히 명백하고 귀한 부분들
로인해이방인들이실로심히 ㄷ실족
하여 넘어진 후, 어린 양이 이르시느
니라. 그 날에 내가 이방인들에게 자
비를 베풀어 나의 권능으로 명백하
고 귀한 바 나의 복음을 그들에게 많
이 ㄹ가져다 주리라, 어린 양이 말씀
하시느니라.

35 이는보라, 어린양이말씀하시

32니파이전서 13:29~35

30ㄱ 안내약속의 땅.
ㄴ 앨 45:10~14.

31ㄱ 니후 4:7; 10:18~19; 
야곱 3:5~9; 힐 15:12; 

3니 16:8~9; 몰 5:20~21.
32ㄱ 안내악마－악마의 교회.
34ㄱ 안내요셉, 야곱의 아들.

ㄴ 안내복음.

ㄷ 니전 14:1~3; 
니후 26:20.

ㄹ 교성 10:62. 
안내복음의 회복.



33 니파이전서 13:36~42

되,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 보이리니, 내가 그들에게 전
하여 줄 명백하고 귀한 많은 것들을
그들이 기록할 것이며, 너의 자손들
이 멸망되고 믿지 않음에 빠져든 후,
그리고 너의 형제들의 자손들 역시
그리된 후, 보라, ㄱ이러한 것들이 숨
겨졌다가 어린 양의 은사와 권능에
의해이방인들에게나아오게되리라.

36 또 그 가운데 나의 ㄱ복음과 나
의 ㄴ반석과나의구원이기록되어있
으리라, 어린양이말씀하시느니라.

37 그 날에 나의 ㄱ시온을 세우려
힘쓸 자들에게 ㄴ복이 있나니 그들이
성신의 ㄷ은사와 권능을 얻을 것임이
라. 또 그들이 끝까지 ㄹ견딜진대 마
지막 날에 들리울 것이요, 어린 양의
영원한 ㅁ왕국에서 구원받으리니, 누
구든지 평화 곧 큰 기쁨의 소식을
ㅂ공포할자들이여, 그들이산위에서
얼마나아름답겠느냐.

38 또이렇게되었나니나는내형
제들의 자손의 남은 자들을 보았고,
또한유대인의입에서나아왔던하나
님의 어린 양의 ㄱ책을 보았나니, 그
책이이방인들에게서내형제들의자
손의ㄴ남은자들에게로나아오더라.

39 또 그 책이 그들에게로 나아온

후에나는다른 ㄱ책들을보았나니, 그
책들이어린양의권능으로이방인들
에게서그들에게로나아와서는, 이방
인들과내형제들의자손의남은자와
또한온지면에흩어진유대인들에게
선지자들과어린양의열두사도의기
록들이ㄴ참됨을ㄷ확신시키더라.

40 또천사가내게말하여이르되,
네가이방인들가운데서본이 ㄱ마지
막 기록들은 어린 양의 열두 사도들
의 ㄴ첫번 기록들이 참됨을 ㄷ입증할
것이요, 거기에서 제하여진 명백하
고귀한것들을알려줄것이며, 모든
족속과방언과백성들에게하나님의
어린 양이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
이시요세상의 ㄹ구원자이신것과, 만
인이 그에게로 와야 하며 그렇지 아
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
려주리라.

41 또그들은어린양의입으로확
립될 말씀에 따라 나아와야 하나니,
어린 양의 말씀은 어린 양의 열두 사
도의 기록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네
자손들의기록들가운데에서도알려
질 것이라. 그런즉 그 둘은 ㄱ하나로
확립되리니, 이는 온 땅 위에 ㄴ한 하
나님과한ㄷ목자가계심이라.

42 또 그가 모든 국민에게 자기를

35ㄱ 니후 27:6; 29:1~2. 
안내몰몬경.

36ㄱ 3니 27:13~21.
ㄴ 힐 5:12; 3니 11:38~39.

안내반석.
37ㄱ 안내시온.

ㄴ 교성 21:9.
ㄷ 안내은사, 성신의.
ㄹ 3니 27:16. 안내견디다.
ㅁ 안내해의 영광.
ㅂ 사 52:7; 모사 15:14~18;

3니 20:40.
38ㄱ 니전 13:23; 

니후 29:4~6.
ㄴ 몰 5:15.

39ㄱ 안내경전－나올
것이라고 예언된
경전들.

ㄴ 니전 14:30.
ㄷ 겔 37:15~20; 

니후 3:11~12.
40ㄱ 니후 26:16~17; 29:12.

안내몰몬경.
ㄴ 안내성경.
ㄷ 몰 7:8~9.
ㄹ 몰몬경 표제지 참조. 

모세 1:6.
41ㄱ 겔 37:17.

ㄴ 신 6:4; 요 17:21~23;
니후 31:21.

ㄷ 안내선한 목자.



나타내실 때가 이르나니, ㄱ유대인들
에게와 또한 이방인들에게 모두 그
리하실 것이며, 그가 유대인들에게
와 또한 이방인들에게 자기를 나타
내시고 나서 그가 이방인들에게와
또한유대인들에게자기를나타내시
리니, ㄴ나중된자가먼저되고 ㄷ먼저
된자가나중이되리라.

제 14 장

한천사가니파이에게이방인들에게
내릴 축복과 저주에 대해 말함－하
나님의 어린 양의 교회와 악마의 교
회, 단지 두 교회가 있을 따름임－만
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크고
가증한교회로부터박해를받음－사
도 요한이 세상의 종말에 관해 기록
할것임. 주전600~592년경.

또이렇게 되리니 하나님의 어린 양
이이방인들에게진정말씀으로또한
ㄱ권능으로 자기를 나타내사, 그들을
ㄴ실족하게 하는 걸림돌을 제하여 주
실 그 날에, 만일 ㄷ이방인들이 하나
님의어린양에게귀를기울이면－

2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대하여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
지 아니할진대, 그들은 너의 부친의
자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을 것

이라. 참으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집
과 더불어 ㄱ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영원토록
ㄴ복 받은 백성이 되리니, 그들이 더
이상 사로잡힘을 당하지 아니할 것
이요, 이스라엘 집은 더 이상 혼란하
게되지아니하리라.

3 또 악마가 사람들의 영혼을 이
끌어 내어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도
록, 악마와 그의 자녀들에 의해 설립
된 저 크고 가증한 교회가 그들을 위
해파놓았던저큰 ㄱ구덩이－참으로
사람들의 멸망을 위해 파 놓았던 저
큰 구덩이는, 그것을 판 자들로 가득
채워지리니, 그들이 온전히 멸망될
것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말씀하
시느니라. 영혼의 멸망이 아니요, 이
는 다만 영혼을 끝이 없는 저 ㄴ지옥
으로던져넣음을의미하니라.

4 이는 보라, 이것은 악마의 사로
잡음에 따른 것이요, 또한 하나님 앞
에 간악한 일과 가증한 일을 행할 모
든 자들에게 임하는 바 하나님의 공
의에따른것임이니라.

5 또 이렇게 되었나니 천사가 나
니파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이
방인들이 회개하면 잘 되리라는 것
을 보았고, 너는 또한 이스라엘의 집
에 하신 주의 성약에 관해서도 알고
있으며, 너는또한 ㄱ회개하지아니하

34니파이전서 14:1~5

42ㄱ 교성 90:8~9; 
107:33; 112:4.

ㄴ 야곱 5:63.
ㄷ 눅 13:30; 

니전 15:13~20.
14 1ㄱ 살전 1:5; 니전 14:14; 

야곱 6:2~3.

ㄴ 사 57:14; 니전 13:29, 34;
니후 26:20.

ㄷ 3니 16:6~13. 
안내이방인.

2ㄱ 갈 3:7, 29; 
니후 10:18~19; 
3니 16:13; 21:6, 22;

아브 2:9~11.
ㄴ 니후 6:12; 10:8~14; 

3니 16:6~7; 20:27.
3ㄱ 니전 22:14; 

교성 109:25.
ㄴ 안내정죄; 지옥.

5ㄱ 안내회개하다, 회개.



35 니파이전서 14:6~14

는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들
었느니라.

6 그러므로만일이방인들이하나
님의 어린 양에게 대하여 그들의 마
음을 완악하게 할진대 그들에게 ㄱ화
가있을지어다.

7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말씀
하시느니라, 내가 한 가지 크고 ㄱ기
이한 일을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행
할 때가 오나니, 그 일은 이편으로나
저편으로나 모두 영원하여, 혹 그들
에게 화평과 ㄴ영생을 확신시키거나,
아니면 그들 마음의 완악함과 그들
생각의 눈먼 데로 그들을 넘겨주어
그들로,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두내가말한바악마의 ㄷ사로잡음
에 따라 사로잡힘과 또한 멸망을 당
하게하는것이니라.

8 또 이렇게 되었나니 천사가 이
말을 하고 나서 나에게 이르기를, 너
는 이스라엘의 집에 맺으신 아버지
의 ㄱ성약을기억하느냐하기로, 내가
그에게 말하되, 그러하오이다 하였
더라.

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내
게 이르기를, 보라, 그리하여 가증한
것들의어미요, ㄱ악마가그설립자인
저크고가증한교회를볼지어다.

10 그가 또 내게 이르기를, 보라

단지 ㄱ두 개의 교회가 있을 따름이
니, 하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교회
요, ㄴ다른 하나는 악마의 교회라. 그
런즉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교회에 속
하지 아니하는 자는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저 큰 교회에 속한 것이니 이
는온땅의ㄷ창녀니라하더라.

1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보
고온땅의창녀를보았더니, 그가많
은 ㄱ물들위에앉았으며, ㄴ그가온땅
을 다스리되,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
언과백성가운데서다스리더라.

12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하나
님의어린양의교회를본즉, 많은물
들 위에 앉은 창녀의 간악함과 가증
함으로 인하여 그 수가 ㄱ적더라. 그
러할지라도나는하나님의성도들인
어린 양의 교회 또한 ㄴ온 지면 위에
있음을 보았나니, 내가 본 큰 창녀의
간악함으로 인하여 지면 위에서의
그들의다스림이작더라.

13 또이렇게되었나니내가본즉,
가증한 것들의 큰 어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대적하여 ㄱ싸우려고, 온
땅 위에 이방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서허다한무리를함께모으더라.

14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
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권능이 어린
양의교회의성도들과온지면에흩어

6ㄱ 니후 28:32.
7ㄱ 사 29:14; 니전 22:8; 

니후 27:26; 29:1~2;
교성 4:1. 
안내복음의 회복.

ㄴ 안내영생.
ㄷ 니후 2:26~29; 

앨 12:9~11.

8ㄱ 안내아브라함의 성약.
9ㄱ 니전 15:35; 교성 1:35.

안내악마.
10ㄱ 니전 22:23.

ㄴ 니전 13:4~6, 26.
ㄷ 계 17:5, 15; 니후 10:16.

11ㄱ 렘 51:13; 계 17:15.
ㄴ 교성 35:11.

12ㄱ 마 7:14; 
3니 14:14; 
교성 138:26.

ㄴ 교성 90:11.
13ㄱ 계 17:1~6; 18:24; 

니전 13:5; 
교성 123:7~8.



진 주의 성약의 백성 위에 내려옴을
보았나니, 그들이 큰 영광 중에 의와
하나님의ㄱ권능으로무장하였더라.

15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본즉
하나님의 진노가 저 크고 가증한 교
회에 ㄱ쏟아지더니, 땅의 모든 ㄴ나라
와 족속들 가운데 전쟁과 전쟁의 소
문이있더라.

16 또 가증한 것들의 어미에게 속
한모든나라가운데 ㄱ전쟁과전쟁의
소문이 일기 시작하매, 천사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진노
가 창녀들의 어미 위에 있나니, 보라
네가이모든것을보느니라.

17 또악마가그설립자인온땅의
크고 가증한 교회 곧 창녀들의 어미
위에 하나님의 ㄱ진노가 쏟아지는
ㄴ날이 이르면, 그 날에 아버지의 ㄷ일
이 시작되어 그가 이스라엘 집에 속
한 그의 백성들에게 맺으신 ㄹ성약을
이루기 위하여 길을 예비하시게 되
리라.

18 또 이렇게 되었나니 천사가 내
게말하여이르되보라하더라.

19 이에내가보고한사람을보았
는데, 그가흰옷을입었더라.

20 또천사가내게이르기를, 어린
양의열두사도중의ㄱ하나를보라.

21 보라 그가 이러한 일들의 나머
지를 보고 기록하리라. 그뿐 아니라
이제까지 있은 일 또한 많이 보고 기

록할것이요,
22 그가 또한 세상의 끝에 관하여

기록하리라.
23 그러한즉 그가 기록할 것들이

바르고 참되도다. 또 보라 이러한 것
들은 네가 본 바 유대인의 입에서 나
아온 그 ㄱ책에 기록되어 있나니, 이
러한 것들이 유대인의 입에서 나아
왔던 그때 곧 그 책이 유대인의 입에
서 나아왔던 그때에는, 기록된 것들
이 명백하고 순수하며 지극히 ㄴ귀하
며 모든 사람이 쉽게 깨달을 수 있었
느니라.

24 또보라, 이어린양의 ㄱ사도가
기록하게 될 것은 네가 본 많은 것들
이라. 또 보라, 그 나머지를 네가 보
게되리라.

25 그러나이후로네가보게될것
은 기록하지 말지니, 이는 주 하나님
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도를 성
임하사 그 일을 ㄱ기록하게 하셨음이
니라.

26 또이제까지있었던다른자들,
그들에게도 그는 모든 것을 보이셨
고 그들은 그것을 기록하였으며, 기
록된 것들은 어린 양 안에 있는 진리
를따라, 주께서친히정하신때에순
수한 그대로 이스라엘 집으로 나아
오도록ㄱ인봉되어있느니라.

27 그리고 나 니파이는 천사의 말
에 따를진대, 어린 양의 사도의 이름

36니파이전서 14:15~27

14ㄱ 야곱 6:2; 교성 38:32~38.
15ㄱ 교성 1:13~14.

ㄴ 막 13:8; 교성 87:6.
16ㄱ 니전 22:13~14; 몰 8:30.
17ㄱ 니전 22:15~16.

ㄴ 안내마지막 날, 후일.

ㄷ 3니 21:7, 20~29. 
안내복음의 회복.

ㄹ 몰 8:21, 41. 
안내아브라함의 성약.

20ㄱ 계 1:1~3; 니전 14:27.
23ㄱ 니전 13:20~24; 몰 8:33.

ㄴ 니전 13:28~32.
24ㄱ 이더 4:16.
25ㄱ 요 20:30~31; 계 1:19.
26ㄱ 니후 27:6~23; 

이더 3:21~27; 4:4~7;
교성 35:18; 조역 1:65.



37 니파이전서 14:28~15:7

이ㄱ요한임을듣고증거하였노라.
28 또 보라, 나 니파이는 내가 보

고 들은 일들의 나머지를 기록하지
말도록 금하심을 받았나니, 그런즉
내가 기록한 것들로 내게는 족하도
다. 또 나는 내가 본 것들 가운데 단
지 작은 부분을 기록하였을 따름이
니라.

29 또 내가 증거하노니 나는 나의
ㄱ부친이 보신 것을 보았으며, 주의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을 알게 하였
느니라.

30 이에이제나는내가영에이끌
려 갔을 동안 본 일에 관하여 말하기
를마치노니, 비록내가본모든것이
기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기
록한것은 ㄱ참되도다. 참으로그러하
도다. 아멘.

제 15 장

리하이의 자손이 후일에 이방인들에
게서복음을받게됨－이스라엘의집
합이그원가지들이다시접붙여지게
될 한 감람나무에 비유됨－니파이가
생명나무의 시현을 해석하고 악인을
의인으로부터 나누시는 하나님의 공
의에대해말함. 주전600~592년경.

그리고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
가 영으로 이끌려 가서 이러한 모든
것을 보고 난 후, 나는 나의 부친의

장막으로돌아왔느니라.
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나의 형들을 본즉, 나의 부친이 그들
에게 말씀하신 것에 관해 서로 논쟁
하고있더라.

3 이는 그가 진실로 사람이 주께
묻지 않고서는 ㄱ이해하기 힘든 많은
큰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음이
요, 또그들은그마음이완악하여그
로인해마땅히해야할대로주를바
라보지아니하였음이더라.

4 이에 이제 나 니파이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 또한 내가
본 일들로 인해 비통하여졌으며, 사
람의 자녀들의 큰 사악함으로 인하
여그일들이피할수없이반드시이
루어질것임을알았느니라.

5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나의
고난으로 인해 기진하였으니, 이는
내가 그들의 몰락을 보았으므로 내
백성의 ㄱ멸망으로 인하여 나의 ㄴ고
난이 그 무엇보다도 크다고 생각하
였음이라.

6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ㄱ힘을 얻은 후에, 내가 나의 형들에
게 말하여 그들의 논쟁의 원인을 알
고자하였더라.

7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우
리는 우리 아버지께서 감람나무의
원가지들에관해서와또이방인들에
관해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
겠노라하였더라.

27ㄱ 계 1:1~3.
29ㄱ 니전 8.
30ㄱ 니후 33:10~14.
15 3ㄱ 고전 2:10~12; 

앨 12:9~11.
5ㄱ 이노 1:13; 

몰 6:1.
ㄴ 안내역경.

6ㄱ 모세 1:10; 
조역 1:20, 48.



8 이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주께ㄱ물어보았나이까?

9 이에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우
리는 묻지 않았노라. 이는 주께서 그
러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 주지 아니
하심이니라하더라.

10 보라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
함은 어찜이니이까? 당신들이 당신
들 마음의 ㄱ완악함으로 인하여 멸망
하려함은어찜이니이까?

11 당신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
들을 기억하지 못하시나이까?－만
일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
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나의 계명을
지키며 받게 되리라고 믿으며 신앙
으로내게 ㄱ구할진대, 분명히이러한
것들이너희에게알려지리라.

12 보소서, 내가 당신들께 이르노
니, 이스라엘의 집이 우리 부친 안에
있던 주의 영에 의하여 한 감람나무
에비유된것이라. 또보소서, 우리가
이스라엘집으로부터꺾어져나오지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이스라엘 집
의한ㄱ가지가아니니이까?

13 또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원가
지들이 이방인의 충만함을 통하여
접목되어들어옴에관하여뜻하시는
것은, 후일에 곧 우리의 자손들이 참

으로 여러 해 동안 믿지 않음에 ㄱ빠
져 들어간 후, 그리고 ㄴ메시야가 육
신으로 사람의 자녀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나서 많은 세대가 지난 후,
그때 메시야의 충만한 ㄷ복음이 이방
인들에게나아올것이요, 또 ㄹ이방인
들로부터 우리 자손의 남은 자들에
게나아오리라함이라－

14 또 그 날에 우리 ㄱ자손의 남은
자들은그들이이스라엘집에속한다
는것과그들이주의 ㄴ성약의백성이
라는것을알게되리이다. 또그때그
들이 그들의 선조들에 대해 알게 되
어, 그들의 선조들에 대한 ㄷ지식과
또한그들의구속주께서그들의조상
들에게 베푸신 바 그의 복음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은그들의구속주와그의교리의
요점들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되어,
그들이어떻게그에게나아와구원받
아야할지알수있게되리이다.

15 또그렇다면그날에그들이기
뻐하며 그들의 ㄱ반석이시며 그들의
구원이신그들의영원하신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으리이까? 참으로
그날에참 ㄴ포도나무에서힘과영양
을 받지 않으리이까?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의참된무리에게로나아오지
않으리이까?

38니파이전서 15:8~15

8ㄱ 모사 26:13; 앨 40:3.
안내기도.

10ㄱ 안내배도.
11ㄱ 약 1:5~6; 이노 1:15; 

모로 7:26; 교성 18:18. 
안내구하다.

12ㄱ 창 49:22~26; 
니전 10:12~14; 19:24.
안내리하이, 

니파이의 아버지.
13ㄱ 니전 12:22~23; 

니후 26:15.
ㄴ 안내메시야.
ㄷ 안내복음.
ㄹ 니전 13:42; 22:5~10; 

교성 14:10. 
안내이방인.

14ㄱ 니후 10:2; 

3니 5:21~26; 21:4~7.
ㄴ 안내아브라함의 성약.
ㄷ 니후 3:12; 30:5; 

몰 7:1, 9~10; 
교성 3:16~20. 또한
몰몬경 표제지 참조.

15ㄱ 안내반석.
ㄴ 창 49:11; 요 15:1.



39 니파이전서 15:16~25

16 보소서, 내가 당신들께 이르노
니, 그러하리이다. 그들이 다시 이스
라엘 집 가운데서 기억되리니 감람
나무의 원가지인지라, 그들이 참 감
람나무에ㄱ접목되리이다.

17 이제 이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것이요, 또 그가 뜻하시는
바는그들이이방인들에의해흩어진
이후가되기까지는그일이이루어지
지않을것이라함이며, 또그가뜻하
시는바는주께서이방인들에게그의
권능을 보이실 수 있도록 그 일이 이
방인들로말미암아오게되리라함이
니, 이는 그가 유대인들에게 곧 이스
라엘 집에게 ㄱ버림을 받으시리라는
바로그이유로인함이니이다.

18 그런 연유로 우리의 아버지께
서는 후일에 이루어질 성약을 가리
키면서, 우리의 자손들에 대해서만
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집에 대해서
도말씀하신것이니, 그성약은곧주
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라. 이르시되네 ㄱ자손으로말미
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
라하셨나이다.

19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
는 이러한 일에 관하여 그들에게 많
은 말을 하였나니, 참으로 나는 그들
에게 후일에 유대인들이 ㄱ회복될 것
에관하여말하였느니라.

20 나는또그들에게유대인곧이
스라엘집의회복에관하여말한 ㄱ이
사야의 말을 들려주었나니, 그들이
회복된 후 그들은 더 이상 혼란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요, 또다시 흩어지
지도 아니할 것이라. 또 이렇게 되었
나니 내가 나의 형들에게 많은 말을
하매 그들이 누그러져 주 앞에 스스
로ㄴ겸손하여지더라.

21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다
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
께서 꿈에서 보신 이것은 무엇을 뜻
하느냐? 그가 보신 ㄱ나무는 무엇을
뜻하느냐?

22 이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것은 ㄱ생명나무를 나타내는 것이
었나이다.

23 이에그들이내게이르되, 우리
아버지께서 보신 바 나무로 인도하
는ㄱ쇠막대는무엇을뜻하느냐?

24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것은 하나님의 ㄱ말씀이니, 누구든
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굳게 ㄴ붙들자들은결코멸망
하지 아니하겠고, ㄷ유혹이나 ㄹ대적
의 ㅁ불화살도그들을이겨눈멀게하
여 멸망으로 이끌어 내지 못할 것이
니이다라고하였느니라.

25 이리하여 나 니파이는 그들이
주의 말씀에 주의를 ㄱ기울이도록 그

16ㄱ 야곱 5:60~68.
17ㄱ 안내십자가에 달림.
18ㄱ 창 12:1~3; 아브 2:6~11.
19ㄱ 니전 19:15.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집합.

20ㄱ 니전 19:23.

ㄴ 니전 16:5, 24, 39.
21ㄱ 니전 8:10~12.
22ㄱ 니전 11:4, 25; 모세 3:9.
23ㄱ 니전 8:19~24.
24ㄱ 안내하나님의 말씀.

ㄴ 니전 8:30; 니후 31:20.
ㄷ 니전 8:23. 

안내유혹하다, 유혹.
ㄹ 안내악마.
ㅁ 엡 6:16; 

교성 3:8; 27:17.
25ㄱ 교성 11:2; 32:4;

84:43~44.



들을 권면하였나니, 참으로 나는 그
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
이고, 모든일에항상그의계명을지
킬 것을 기억하도록 내 영혼의 힘을
다하여, 또 내가 지닌 능력을 다하여
그들을권면하였느니라.

26 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보신물이흐르는 ㄱ강은무
엇을뜻하느냐?

27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보신 ㄱ물은 ㄴ더러움이
며, 그의생각이다른일에너무나몰
입되어 있었던지라 그가 그 물의 더
러움을보지못하셨다하였느니라.

28 또내가그들에게이르되, 그것
은 악인을 생명나무로부터 또한 하
나님의성도들로부터갈라놓는가공
할ㄱ심연이라하였더라.

29 또내가그들에게이르되, 그것
은 악인을 위하여 예비 되어 있다고
천사가나에게말한저가공할 ㄱ지옥
을나타내는것이라하였더라.

30 또내가그들에게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또한 하나님의 ㄱ공의 역시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것을 보셨나
니, 그 밝기가 마치 타오르는 불꽃의
밝기와 같았고, 이는 영원무궁토록
하나님께로 올라가며 끝이 없었다
하니라.

31 이에그들이내게이르기를, 이

것은 ㄱ시험의 날에 있어서의 육신의
고통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현세적
육신의 ㄴ죽음이후의영혼의최종상
태를 의미하느냐, 아니면 현세적인
일에대해말하느냐?

3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그
들에게 이르기를, 그것은 현세적인
것과 영적인 것 모두를 나타내는 것
이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ㄱ행위 곧
참으로 그들의 시험의 날에 현세적
육신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심판받아야하는날이올것임이라.

33 그러한즉 만일 그들이 그들의
간악함가운데서 ㄱ죽을진대, 의에관
한 바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그들이
ㄴ버림을 받아야만 하나이다. 그러한
즉 그들은 그들의 ㄷ행위에 대해 ㄹ심
판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끌려
나와 서야만 하나니, 만일 그들의 행
위가이제까지더러움이었다면그들
이 필연 ㅁ더러운 것이라. 또 만일 그
들이 더럽다 할진대 필연코 그들이
하나님의왕국에 ㅂ거할수없으리니,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왕
국도역시더러워야하리이다.

34 그러나 보소서, 내가 당신들께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은 ㄱ더럽지
아니하며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하
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
라. 그러한즉 더러운 것을 위해 예비

40니파이전서 15:26~34

26ㄱ 니전 8:13.
27ㄱ 니전 12:16.

ㄴ 안내더러운, 더러움.
28ㄱ 눅 16:26; 니전 12:18;

니후 1:13.
29ㄱ 안내지옥.
30ㄱ 안내공의.

31ㄱ 앨 12:24; 42:10; 
힐 13:38.

ㄴ 앨 40:6; 11~14.
32ㄱ 안내행위.
33ㄱ 모사 15:26; 모로 10:26.

ㄴ 앨 12:12~16; 40:26.
ㄷ 3니 27:23~27.

ㄹ 안내심판, 마지막.
ㅁ 니후 9:16; 교성 88:35.
ㅂ 시 15:1~5; 24:3~4; 

앨 11:37; 
교성 76:50~70; 
모세 6:57.

34ㄱ 안내더러운, 더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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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더러움의 장소가 있어야만 하리
이다.

35 이에 한 장소가 예비되어 있나
니 참으로 곧 내가 말한 저 비참한
ㄱ지옥이요, 그것을 예비하는 자는
ㄴ악마라. 그러한즉사람의영혼의종
국의 상태는 하나님의 왕국에 거하
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말한 저 ㄷ공
의로인하여쫓겨나게되는것이라.

36 그러므로 악인들은 의인들로
부터, 또한저 ㄱ생명나무로부터배척
되나니, 생명나무의 열매는 다른 모
든열매보다가장귀하며가장 ㄴ바람
직한 것이요,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ㄷ큰 ㄹ은사니
이다. 이같이 나는 나의 형들에게 말
하였느니라. 아멘.

제 16 장

악인은진리를심하다여김－리하이
의 아들들이 이스마엘의 딸들과 결
혼함－리아호나가 광야에서 그들의
진로를안내함－주께로부터오는메
시지가 때때로 리아호나 위에 적혀
있음－이스마엘이 죽음. 그의 가족
이 고난으로 인하여 불평함. 주전
600~592년경.

그리고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
파이가 나의 형들에게 말하기를 마

치고 나자,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
를, 너는우리가감당할수있는이상
으로 심한 것들을 우리에게 선포하
였도다하더라.

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그
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진리를 좇아
악인에게 심한 것을 말한 줄 아나이
다. 또의인을내가의롭다하고그들
이 마지막 날에 들리우리라고 증거
하였나이다. 그런즉 ㄱ죄인은 ㄴ진리
를 심하다고 여기나니, 이는 진리가
그들의바로그중심까지 ㄷ베기때문
이니이다.

3 또 이제 나의 형들이여, 만일 당
신들이 의롭고 기꺼이 진리에 귀를
기울이려 하며, 그에 유의하여 하나
님앞에올바로 ㄱ행하려하였더라면,
당신들은 진리로 인하여 불평하여
네가 우리에게 심한 것을 말하는도
다라고하지아니하리이다.

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
파이는 부지런함을 다하여, 나의 형
들에게 주의 계명을 지키도록 권면
하였느니라.

5 이에이렇게되었나니그들이주
앞에 스스로 ㄱ겸손하여진지라, 나는
그들이 의의 길을 걸으리라는 큰 희
망과기쁨을그들에게가졌느니라.

6 이제 이 말하고 행한 모든 일은,
나의 부친이 그가 레뮤엘이라 칭한
골짜기에서 장막에 거하실 때 이루

35ㄱ 니후 9:19; 모사 26:27.
안내지옥.

ㄴ 니전 14:9; 교성 1:35.
ㄷ 안내공의.

36ㄱ 창 2:9; 니후 2:15.
ㄴ 니전 8:10~12; 앨 32:42.

ㄷ 교성 6:13.
ㄹ 교성 14:7. 안내영생.

16 2ㄱ 요 3:20; 니후 33:5;
이노 1:23; 힐 14:10.
안내죄책감.

ㄴ 잠 15:10; 니후 1:26;

9:40; 힐 13:24~26.
ㄷ 행 5:33; 모사 13:7.

3ㄱ 교성 5:21. 안내걷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5ㄱ 니전 16:24, 39; 18:4.



어졌느니라.
7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

는 이스마엘의 ㄱ딸들 중 하나를 ㄴ아
내로 취하였고, 또한 나의 형들도 이
스마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
였으며, 또한 ㄷ조램도이스마엘의맏
딸을아내로취하였느니라.

8 이리하여 나의 부친은 그에게
주어진 주의 모든 명령을 다 이루었
고, 또한나니파이도주께심히많은
복을받았느니라.

9 또 이렇게 되었나니 주의 음성
이 밤에 나의 부친에게 말씀하여, 다
음 날 광야로 여행을 떠나라 명하시
니라.

10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부친
이 아침에 일어나 장막 문으로 나아
갔을때, 놀랍게도땅위에정교한솜
씨로만들어진한둥근 ㄱ공이있음을
보셨나니, 그것은 순 놋으로 된 것이
더라. 또 공 안에는 지침 두 개가 있
었으며, 그 하나가 우리가 광야로 들
어가야할길을가리키더라.

1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광야로 가지고 들어 갈 것은 무엇이
든지 한데 모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도 남은 것을 모두 모았으
며, 또 광야로 가지고 들어 갈 온갖
종류의씨앗을취하였느니라.

1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우리의 장막을 취하고 떠나 레이맨
강을건너광야로들어갔느니라.

13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

는 거의 남남동 방향으로 나흘 동안
을 여행하고 다시 장막을 쳤으며, 그
곳이름을세이저라하였느니라.

14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우
리의 활과 우리의 화살을 가지고 우
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양식을 잡으
러 나아가 광야로 들어갔으며, 우리
가족들을 위해 양식을 잡은 후에 광
야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로 세이
저라 한 곳으로 다시 돌아왔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다시 같은 방향을 따
라, ㄱ홍해에 가까운 변경에 있는 광
야의 가장 비옥한 지역을 따라 광야
를나아갔느니라.

15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도
중에우리의활과우리의화살과우리
의돌과우리의물매로양식을잡아가
며여러날동안을여행하였느니라.

16 또 우리는 공이 가리키는 ㄱ방
향을 따랐으며, 공은 광야의 보다 비
옥한지역으로우리를인도하더라.

17 또여러날동안을여행하고나
서 우리는 스스로를 쉬게 하며, 우리
가족들을 위해 양식을 얻고자 한동
안장막을쳤느니라.

18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
파이가 양식을 잡으러 나아갔다가,
보라, 나는 좋은 ㄱ강철로 만들어진
나의 활을 부러뜨렸느니라. 내가 내
활을 부러뜨리고 난 후, 보라, 내 활
을 잃었음으로 인하여 나의 형들이
내게 성을 내었나니 이는 우리가 아
무양식도얻지못하였음이라.

42니파이전서 16:7~18

7ㄱ 니전 7:1.
ㄴ 안내결혼, 결혼하다.
ㄷ 니전 4:35; 니후 5:5~6.

10ㄱ 앨 37:38~46. 
안내리아호나.

14ㄱ 교성 17:1.

16ㄱ 니전 16:10, 16, 26;
18:12; 앨 37:38~46.

18ㄱ 삼하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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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양식이 없이 우리 가족들에게로 돌
아왔으며, 여행으로 말미암아 많이
지친 그들은 양식의 결핍으로 인해
많이고통스러워하였느니라.

2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광야에
서 겪는 그들의 고통과 고난으로 인
하여레이맨과레뮤엘과이스마엘의
아들들이 몹시 불평하기 시작하였
고, 또한나의부친도주그의하나님
께 대하여 불평을 하기 시작하였나
니, 참으로 그들이 모두 심히 슬펐던
지라, 결국은 그들이 주께 대하여 불
평을하였느니라.

21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
이는나의활을잃었음으로인하여나
의 형들로부터 고난을 당하였고, 그
들의 활은 그 탄력을 잃은지라, 일이
심히 어렵게 되었으니, 참으로 우리
는아무양식도얻을수없었느니라.

22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다
시그마음을완악하게하여, 주그들
의 하나님을 거스려 ㄱ불평을 토하는
고로, 나 니파이는 나의 형들에게 많
은말을하였느니라.

23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
파이는 나무로 활을, 곧은 막대로 화
살을 만들고 그리하여 활과 화살로
물매로 또 돌로 무장하고 그리고 나
의 ㄱ부친께말씀드리기를, 양식을얻
기 위해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하였
느니라.

2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주
께 ㄱ물으셨으니, 이는 나의 말로 인
하여 그들이 스스로 겸손하여졌기
때문이요, 이는 내가 내 영혼의 힘을
기울여 그들에게 많은 것을 말해 주
었기때문이었더라.

2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의 음
성이 나의 부친에게 임하였고, 그는
주께불평한일로인해진실로 ㄱ질책
을받았나니, 그로인해그는깊은슬
픔에잠기더라.

26 또 이렇게 되었나니 주의 음성
이그에게이르시되, 공위를살펴적
혀있는것을보라하시더라.

2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부
친이 공 위에 적혀 있는 것을 보셨을
때, 그는 심히 두려워하며 떠시었으
며, 나의 형들과 이스마엘의 아들들
과우리의아내들도그러하였느니라.

28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
가 공 안에 있는 지침들을 보았더니,
그지침들은우리가거기에쏟는 ㄱ신
앙과 부지런함과 주의에 따라 작동
하더라.

29 또한 그 위에는 읽기에 명백한
새로운 글이 쓰여 있었나니, 주의 길
에 관하여 우리로 하여금 ㄱ이해하게
하는 것이었으며, 또 그것은 우리가
그것에 쏟는 신앙과 부지런함에 따
라 씌어지며 시시로 바뀌더라. 이리
하여 우리는 주께서 ㄴ작은 수단으로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으심을 알게 되

22ㄱ 출 16:8; 민 11:1.
23ㄱ 출 20:12; 모사 13:20.
24ㄱ 안내기도.
25ㄱ 이더 2:14. 

안내징계하다, 징계.
28ㄱ 앨 37:40. 안내신앙.
29ㄱ 안내이해.

ㄴ 왕하 5:13; 약 3:4; 

앨 37:6~7, 41; 
교성 123:16.



느니라.
3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

이는 공 위에 주신 지시에 따라 나아
가산꼭대기로올라갔느니라.

3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들짐승들을 잡아, 그로써 우리 가족
들을위한양식을얻었느니라.

3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잡은 짐승을 가지고 우리의 장막으
로 돌아오매, 이제 내가 양식을 얻은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의 기쁨은 얼마
나 컸던지!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
들이 주 앞에 겸손하여져서 그에게
감사를드리니라.

33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
는 다시 여행을 떠나 처음과 거의 같
은 방향으로 여행하였으며, 여러 날
동안을 여행한 후 한동안 머무르고
자다시장막을쳤느니라.

34 그리고이렇게되었나니 ㄱ이스
마엘이 죽어 네이홈이라 하는 곳에
묻히니라.

3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이스
마엘의 딸들이 그들의 아버지를 잃
었음으로 인하여, 그리고 광야에서
의그들의 ㄱ고난으로인하여심히슬
퍼하고, 이에 그들을 예루살렘 땅에
서 데리고 나왔음으로 인하여 나의
부친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우리 아
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뿐 아니라 우
리는 광야에서 많이 방황하였으며,
우리는 많은 고난과 굶주림과 목마
름과 피로함을 당하였나니, 이 모든

것을 당한 후에 우리가 필경은 광야
에서굶어죽으리이다하였느니라.

36 이와 같이 그들이 나의 부친에
게와 또한 나에게 불평하였고, 또 그
들은예루살렘으로다시돌아가기를
갈망하였느니라.

37 이에 레이맨이 레뮤엘과 또한
이스마엘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보
라, 우리 아버지와 또한 스스로 떠맡
아 자기의 형들인 우리의 ㄱ통치자와
우리의 교사가 된 우리 동생 니파이
를ㄴ죽여버리자.

38 이제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자
기와 이야기 하셨다 하며, 또한 ㄱ천
사들이 자기에게 성역을 베풀어 주
었다하나, 보라, 우리는그가우리에
게 거짓말한다는 것을 아노라. 그가
우리에게이러한것들을이야기하고
그의 간교한 술수로 여러 일을 행하
여 우리의 눈을 속이고자 함은, 아마
도 우리를 어떤 낯선 광야로 이끌어
내고자 생각함이라. 또 그가 우리를
이끌어 낸 후에는 그 스스로 우리 위
에 왕과 통치자가 되어 우리를 가지
고 그의 뜻과 기뻐하는 바를 좇아 행
하려고 생각하였도다 하였으니, 이
같이 나의 형 레이맨은 그들의 마음
을 충동하여 분노를 일으키게 하였
느니라.

39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
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참으로 주의
음성이 그들에게 임하여, 많은 말씀
을하시며그들을심히 ㄱ질책하시니,

44니파이전서 16:30~39

34ㄱ 니전 7:2~6.
35ㄱ 안내역경.
37ㄱ 창 37:9~11; 

니전 2:22; 18:10.
ㄴ 니전 17:44. 

안내살인하다.

38ㄱ 니전 3:30~31; 4:3.
39ㄱ 안내징계하다,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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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그들이 주의 음성으로 질책을
받은 후 그 분노를 돌이키고 자기들
의 죄를 회개하였던지라, 주께서 다
시 양식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매 우
리가죽지아니하였느니라.

제 17 장

니파이가 배를 지으라는 명을 받
음－그의형제들이그에게반대함－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신
역사를이야기하며그들을권면함－
니파이가하나님의권능으로충만하
게 됨－그의 형제들이 마른 갈대처
럼 말라 죽지 않도록 그에게 손을 대
는것이금지됨. 주전592~591년경.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다시
광야에서여행을계속하였으며그때
부터는거의동쪽으로여행하였느니
라. 또 우리는 광야에서 많은 고난을
헤치며 여행해 나아갔으며 우리의
여자들은광야에서아이들을낳았느
니라.

2 또 우리에게 임한 주의 복이 얼
마나컸던지, 우리가광야에서 ㄱ날고
기를 먹고 사는 동안 우리의 여자들
은 그 아이들에게 젖을 넉넉히 빨렸
으며, 참으로 남자들처럼 강건하였
고 그리하여 그들은 불평 없이 여행
을감당하기시작하였느니라.

3 이리하여우리는하나님의계명
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알게 되

나니, 만일 사람의 자녀들이 하나님
의 계명을 ㄱ지킬진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양육하시며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가 명하신 일을 성
취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시는
도다. 그러한즉 우리가 광야에 머무
는 동안 그는 우리를 위하여 방편을
ㄴ마련해주셨느니라.

4 그리고 우리는 여러 해 동안,
참으로 팔 년 동안을 광야에 머물렀
더라.

5 또 우리는 과실과 또한 들꿀이
풍성하여, 우리가 풍요라 칭한 땅에
이르렀나니,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멸
망하지 않도록 주께서 예비하신 것
이었더라. 또 우리는 바다를 보았으
며, 이를 이르레앤툼이라 칭하였나
니, 이는해석한즉많은물이라.

6 이에이렇게되었나니우리는바
닷가 곁에 우리의 장막을 쳤으며, 우
리는 참으로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ㄱ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닷가에이르러심히기뻐
하였고, 그 곳에 과실이 많았던지라,
우리는그곳을풍요라불렀느니라.

7 또이렇게되었나니나니파이가
여러날동안을풍요땅에있은후에,
주의 음성이 나에게 임하여 이르시
되, 일어나산으로가라하시더라. 이
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일어나 산
으로올라가서주께부르짖었더라.

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내게일러이르시되, 너는내가네백

17 2ㄱ 니전 17:12.
3ㄱ 모사 2:41; 앨 26:12.

안내순종, 순종하는,

순종하다.
ㄴ 니전 3:7.

6ㄱ 니후 4:20.



성을이물건너로데려갈수있도록,
내가 네게 보여 줄 ㄱ방식을 좇아 배
를건조할지니라하시더라.

9 이에 내가 여쭈오되, 주여 어디
로가야내가녹일광석을찾아, 주께
서 나에게 보여 주신 방식을 좇아 배
를 건조하기 위한 연장을 만들 수 있
겠나이까?

1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어디로 가야 내가 광석을 찾아 연장
을 만들 수 있겠는지 내게 말씀해 주
시더라.

1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
이는 짐승 가죽으로 불을 부칠 풀무
를 만들었으며, 내가 가지고 불을 부
치기위해풀무를만든다음, 나는불
을 만들기 위해 돌 두 개를 마주쳤느
니라.

12 이는 주께서 우리가 광야를 여
행하는 동안 우리가 불을 많이 만드
는 것을 이제까지 용납하지 아니하
셨음이니, 이는 그가 이르시기를, 너
희가 음식을 ㄱ요리하지 않도록 내가
너의음식을달게하리라.

13 또한 내가 광야에서 너희의 빛
이 되고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진
대, 내가 너희 앞서 길을 ㄱ예비하리
라. 그러한즉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
킬진대, 너희는 ㄴ약속된땅을향하여
인도될 것이요, 너희를 인도하는 이
가나인줄 ㄷ알리라하셨음이라.

14 이뿐 아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
되 너희가 약속된 땅에 도착하고 난

후, 너희는 나 주가 ㄱ하나님이요, 나
주가 너희를 멸망에서 건져 낸 줄을,
참으로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땅에
서 인도해 낸 줄을 ㄴ알게 되리라 하
셨느니라.

15 그리하여 나 니파이는 주의 계
명을 지키고자 힘써 노력하였고, 나
의 형제들에게 성실하고 부지런할
것을권면하였느니라.

16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바위
에서 녹여 낸 광석으로 연장을 만들
었도다.

17 그리고 나의 형제들이 내가 바
야흐로 ㄱ배를지으려하는것을보고
는나에게불평하기시작하여이르기
를, 우리동생은바보로다, 이는그가
배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함이라, 그
뿐아니라그는또한이큰물을건널
수있다고생각하는도다하였더라.

18 또 이같이 나의 형제들은 나에
게 불평하며 일하지 않으려 하였으
니, 이는 내가 배를 지을 수 있음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음이요, 또한
내가 주께 지시를 받았음도 믿으려
하지아니하였음이더라.

19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는 그들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심히 슬펐고, 이제 그들은 내
가 슬퍼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기뻐하였나니, 그리하여 나
로인하여 ㄱ기뻐하며이르기를, 우리
는 네가 배를 건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었나니, 이는 네가 판단력이 부

46니파이전서 17:9~19

8ㄱ 니전 18:2.
12ㄱ 니전 17:2.
13ㄱ 앨 37:38~39.

ㄴ 니전 2:20; 야곱 2:12.
ㄷ 출 6:7.

14ㄱ 교성 5:2.

ㄴ 니후 1:4. 안내간증.
17ㄱ 니전 18:1~6.
19ㄱ 안내박해하다, 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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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음이니
라. 그런즉너는그렇게큰일을성취
할수없느니라.

20 또 너는 그 마음의 어리석은
ㄱ상상에 이끌려 나온 우리 아버지와
같도다. 참으로 아버지는 우리를 예
루살렘 땅에서 이끌어 내었고, 우리
는 이 여러 해를 광야에서 방황하였
으며, 우리의 여자들은 아이를 가진
무거운 몸으로 수고하였고, 그들은
광야에서아이들을낳았으며죽음이
아닐뿐온갖고초를다겪었나니, 그
들이 이러한 고난을 겪는 것보다 예
루살렘에서 나오기 전에 죽는 것이
나았으리라.

21 보라, 이 여러 해를 우리는 광
야에서 고생하였나니, 그 시간에 우
리는 우리의 소유와 우리 기업의 땅
을누릴수있었으리라. 또우리는행
복했었으리라.

22 또 우리는 예루살렘 땅에 있던
백성들이 ㄱ의로운 백성이었음을 아
노니, 이는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좇
아 주의 규례와 법도와 그의 모든 계
명을 지켰음이라. 그러한즉 우리는
그들이 의로운 백성임을 아노라. 그
러하거늘 우리 아버지는 그들을 비
판하였으며 우리가 부친의 말을 들
으려 하였으므로 우리를 이끌어 내
셨나니, 과연 우리 동생은 부친을 닮
았도다. 이같은말로참으로나의형
제들은 우리에게 원망하며 불평을

토하였느니라.
2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

이가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
들은 이스라엘 자손인 우리 조상들
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어도
애굽인의 손에서 벗어나 이끌려 나
왔으리라고믿나이까?

24 참으로 당신들은 주께서 모세
에게 그들을 속박에서 인도해 낼 것
을 명하지 아니하셨어도 그들이 속
박에서 ㄱ인도되어 나왔으리라고 생
각하나이까?

25 이제 당신들은 이스라엘 자손
들이 ㄱ속박되어 있었음을 아나이다.
또 당신들은 그들이 감당하기에 고
통스러운 ㄴ노역으로 짐 지워져 있었
음을 아나이다. 그러한즉 당신들은
그들이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이 그들에게 좋은 일임에 틀림없다
는것을아나이다.

26 이제 당신들은 ㄱ모세가 저 큰
일을 행하도록 주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음을 아나이다. 또 당신들은 그
의 ㄴ말에의해홍해의물이이리저리
갈라지고 그들이 마른 땅 위로 지나
갔음을아나이다.

27 그러나 당신들은 애굽 사람들
곧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 빠져 죽었
음을아나이다.

28 또한 당신들은 그들이 광야에
서ㄱ만나를받아먹었음을아나이다.

29 참으로 또한 당신들은 모세가

20ㄱ 니전 2:11.
22ㄱ 니전 1:13.
24ㄱ 출 3:2~10; 니전 19:10;

니후 3:9; 25:20.
25ㄱ 창 15:13~14.

ㄴ 출 1:11; 2:11.
26ㄱ 행 7:22~39.

ㄴ 출 14:21~31; 니전 4:2;
모사 7:19; 힐 8:11; 
교성 8:3; 모세 1:25.

28ㄱ 출 16:4, 14~15, 35; 
민 11:7~8; 
신 8:3; 
모사 7:19.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좇
아, 말씀으로바위를 ㄱ치매바위에서
물이 솟아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던 일도 아
나이다.

30 또그들이인도함을받되주그
들의 하나님, 그들의 구속주께서 그
들 앞에 행하시며, 낮으로는 그들을
인도하시고밤으로는그들에게빛을
주시며, 사람이받기에 ㄱ합당한모든
것을 그들을 위하여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마음을 완악하
게하고그생각을눈멀게하여, 모세
에게 또 참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
께대하여ㄴ욕하였나이다.

3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그 말씀을 좇아 그들을 ㄱ멸하시고,
또말씀을좇아그들을 ㄴ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좇아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셨나니, 그의 말씀으로 말
미암지 않고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
도없었나이다.

32 또 그들이 요단 강을 건넌 후,
그가 그들을 강하게 하사 그 땅의 자
손들을 ㄱ몰아 내게 하시되, 참으로
그들을흩어멸하게하셨거니와,

33 이제 당신들은 이 땅의 자손들
곧약속의땅에있다가우리조상들에
게 쫓겨난 그들이, 당신들은 그들이

의로웠다고 생각하나이까? 보소서,
내가당신들께이르노니, 아니이다.

34 당신들은 그들이 의로웠더라
도, 우리 조상들이 더 택함 받을 만
했을 것이라 생각하나이까? 내가 당
신들께이르노니, 아니이다.

35 보소서, 주는 모든 ㄱ육체를 하
나로여기시나니, ㄴ의로운자는하나
님께 ㄷ사랑을 입는 것이라. 그러나
보소서, 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낱낱이 거절하였고, 그들이 죄악으
로 무르익은지라, 하나님의 가득한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나이다. 또
주께서 그들에게는 그 땅을 저주하
시고, 우리 조상들에게는 그 땅을 축
복하셨나니, 참으로 그들에게는 그
땅을 저주하사 그들로 멸망하게 하
시고, 우리 조상들에게는 그 땅을 축
복하사 그 땅을 다스릴 권능을 얻게
하셨나이다.

36 보소서, 주께서는 ㄱ지구를 ㄴ창
조하사 ㄷ거할 곳이 되게 하시고, 그
의 자녀들을 창조하사 그것을 차지
하게하셨나이다.

37 또 그는 의로운 나라를 ㄱ일으
키시며악인들의나라는멸망시키시
나이다.

38 또 그는 의인들을 인도해 가사
귀한 ㄱ땅에 들이시고, 악인들은 ㄴ멸

48니파이전서 17:30~38

29ㄱ 출 17:6; 민 20:11; 
신 8:15; 니전 20:21.

30ㄱ 교성 18:18; 88:64~65.
ㄴ 출 32:8; 민 14:2~3; 

겔 20:13~16; 
교성 84:23~25.

31ㄱ 민 26:65.
ㄴ 니전 5:15; 

교성 103:16~18.

32ㄱ 민 33:52~53; 수 24:8.
35ㄱ 행 10:15, 34; 

롬 2:11; 
니후 26:23~33.

ㄴ 시 55:22; 
니전 22:17.

ㄷ 삼상 2:30; 
시 97:10; 145:20; 
앨 13:4; 

교성 82:10.
36ㄱ 안내지구.

ㄴ 안내창조하다, 창조.
ㄷ 사 45:18; 아브 3:24~25.

37ㄱ 잠 14:34; 니전 4:13;
이더 2:10; 교성 117:6.

38ㄱ 안내약속의 땅.
ㄴ 레 20:22.



49 니파이전서 17:39~46

하시며, 그들로 인해 그들에게는 땅
을저주하시나이다.

39 그는 하늘 높은 곳에서 다스리
시나니, 이는 하늘이 그의 보좌임이
요, 이땅은그의ㄱ발등상이라.

40 또그는그로자기하나님을삼
고자 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나니, 보
소서, 그는 우리 조상들을 사랑하사
그들곧아브라함, ㄱ이삭, 그리고 ㄴ야
곱과 ㄷ성약을 맺으셨고, 맺으신 그
성약을 기억하셨으므로 그들을 ㄹ애
굽땅에서인도해내셨나이다.

41 또 그는 광야에서 그의 지팡이
로 그들을 곤경에 빠지게 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당신들처럼 그 마음을
ㄱ완악하게 하였음이요, 또 주께서는
그들의죄악으로인하여그들을곤경
에 빠지게 하셨더라. 그가 나는 ㄴ불
뱀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셨고, 그들
이물린후에는ㄷ나을수있는방법을
마련해 주셨더니, 그들이 해야 할 일
은 쳐다보는 것이었으매, 그 방법이
ㄹ간단하였음으로 인하여, 곧 쉬웠음
으로인하여죽은자가많았나이다.

42 또그들이시시로그마음을완
악하게 하였고, 또 그들이 참으로
ㄱ모세에게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ㄴ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비
길 데 없는 그의 권능으로 인도되어
약속의땅으로들어갔음을당신들이

아나이다.
43 또 이제 이 모든 일 후에 그들

이 간악하게 된 때가 이르렀나니, 참
으로 거의 무르익었나이다. 또 그들
은 아마 지금쯤 바야흐로 멸망당하
게 되었으리니, 이는 끌려가 사로잡
히게 될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들이
반드시 멸망당할 날이 정녕 이를 것
임을내가아나이다.

44 그리하여 주께서 나의 부친에
게 광야로 떠나라고 ㄱ명하셨거니와,
유대인들 또한 그의 생명을 빼앗으
려하였고그뿐아니라 ㄴ당신들도그
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였나니, 그런
즉 당신들은 마음에 살인한 자들이
며당신들은그들과같나이다.

45 당신들은 죄악을 행하는 데는
ㄱ재빠르나, 주곧당신들의하나님을
기억하는 데는 더디나이다. 당신들
은 ㄴ천사를 보았고 그가 당신들에게
말하였으니참으로당신들은시시로
그의 음성을 들었나이다. 또 그가 당
신들에게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말하였으되, 당신들이 감각이 ㄷ없어
그의 말씀을 감지할 수 없었나이다.
그리하여 그가 우레 소리처럼 당신
들에게 말하매, 그로 인해 땅이 마치
갈라질듯진동하였나이다.

46 또한 당신들은 그가 그의 전능
한 말씀의 ㄱ권능으로 땅으로 하여금

39ㄱ 사 66:1; 교성 38:17;
아브 2:7.

40ㄱ 창 21:12; 교성 27:10.
ㄴ 창 28:1~5.
ㄷ 안내아브라함의 성약.
ㄹ 신 4:37.

41ㄱ 왕하 17:7~23.

ㄴ 민 21:4~9; 신 8:15; 
앨 33:18~22.

ㄷ 요 3:13~15; 니후 25:20.
ㄹ 앨 37:44~47; 힐 8:15.

42ㄱ 교성 84:23~24.
ㄴ 민 14:1~12. 안내거역.

44ㄱ 니전 2:1~2.

ㄴ 니전 16:37.
45ㄱ 모사 13:29.

ㄴ 니전 4:3.
ㄷ 엡 4:19.

46ㄱ 힐 12:6~18.



사라지게 하실 수 있음도 아나이다.
그뿐 아니라 당신들은 그의 말씀으
로 그가 거친 곳들로 편편하게 되게
하실 수 있으며, 편편한 곳들은 일구
어지리라는 것을 아나이다. 오 그러
하거늘 당신들 마음이 그토록 완악
할수있음은무슨연고니이까?

47 보소서, 당신들로 인한 번민으
로 내 영혼은 찢겼고 내 마음은 괴롭
나이다. 나는 당신들이 영원히 쫓겨
나지나 않을까 두렵나이다. 보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ㄱ충만하매 내
사지에기력이ㄴ없나이다.

48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내
가이러한말을하고나자, 그들은나
에게 노하여 나를 깊은 바다에 던져
버리고자 하더라. 이에 그들이 내게
손을 대려고 나아올 때 내가 그들에
게 말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하나님
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
노니, 당신들은 나를 ㄱ다치지 마소
서. 이는내가나의육신을소멸할만
큼 하나님의 ㄴ권능으로 충만함이니,
누구든지 그 손을 내게 대는 자는 마
른 갈대처럼 ㄷ말라 버릴 것이라. 또
그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같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를치실것임이니이다하였더라.

49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
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의 부친
에게 더 이상 불평해서는 안 되며 하
나님께서 나에게 배를 짓도록 명하
셨으매, 나를 도와 일하기를 거부해

서도안된다고하였느니라.
50 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ㄱ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사를 다
행하라고 명하셨다면 내가 능히 행
할 수 있으리이다. 만일 그가 나에게
명하사 이 물더러 이르기를, 너는 육
지가 되라 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육
지가 되리니, 내가 만일 그렇게 말한
다면그렇게이루어지리이다.

51 그러면 이제 주께서 그처럼 큰
권능을 가지셨고, 그토록 많은 기적
을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행하셨을
진대, 어찌하여나를 ㄱ가르치사나로
하여금 배를 짓게 하실 수 없으리이
까하였더라.

5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
이가 나의 형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매, 그들이 부끄러워하여 나와 다
투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날
동안 감히 나에게 손을 대려 하거나
그 손가락으로 나를 다치려 하지 아
니하더라. 이제 그들이 감히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은 내 앞에서 말라 버릴
까 두려워하였음이라. 하나님의 ㄱ영
이 그토록 강하였고 이같이 그들 위
에역사하였더라.

53 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내
게이르시되, 네손을다시네형제들
에게 내뻗으라. 그들이 네 앞에서 마
르지 아니할 것이요, 다만 내가 그들
에게 충격을 주리라, 주께서 말씀하
시느니라. 내가 이렇게 할 것은 그들
로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

50니파이전서 17:47~53

47ㄱ 미 3:8.
ㄴ 니전 19:20.

48ㄱ 모사 13:3.

ㄴ 니후 1: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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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왕상 13:4~7.

50ㄱ 빌 4:13; 니전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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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니파이전서 17:54~18:6

게하려함이니라하시더라.
5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나

의 손을 그들에게 내뻗으니, 그들이
내 앞에서 마르지 아니하였으나, 주
께서 그들을 흔들어 주셨으니 곧 그
가하신말씀과같더라.

55 그제야 그들이 이르기를, 주께
서 너와 함께 계신 줄 우리가 분명히
아노니, 이는 우리를 흔든 것이 주의
권능인 줄 우리가 앎이로다 하고, 그
들이내앞에엎드려내게 ㄱ경배하려
하더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용납하
지 아니하려 하여 이르기를, 나는 당
신들의 형제 곧 참으로 당신들의 동
생이니이다. 그러한즉 주 곧 당신들
의하나님을경배하고당신들의아버
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 주 하나님
께서당신들에게주실땅에서당신들
의ㄴ날이길도록하소서하였더라.

제 18 장

배가완성됨－야곱과요셉의출생이
언급됨－일행이약속의땅을향하여
항해를 시작함－이스마엘의 아들들
과 그 아내들이 흥청거리고 놀며, 반
항하는일에가담함－니파이가결박
당하고 배가 무서운 폭풍우에 의해
뒤로밀려남－니파이가풀리고그의
기도로폭풍이멎음－그들이약속된
땅에도착함. 주전591~589년경.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주께

경배하고 나와 함께 나아갔으며, 우
리는정교한솜씨로재목을다듬었느
니라. 그리고 주께서는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배의재목을다듬어야하는
지를시시로나에게보여주시더라.

2 이제 나 니파이는 사람들이 알
게 된 방식으로 재목을 다듬지 아니
하였고,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배를
짓지도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내게
보여 주신 방식을 따라 배를 지었나
니, 그런고로 그것은 사람들의 방식
을따른것이아니었느니라.

3 또 나 니파이는 자주 산으로 들
어갔으며, 주께자주 ㄱ기도하였나니,
그런고로 주께서는 내게 위대한 일
들을 ㄴ보여주셨느니라.

4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주의
말씀을 좇아 배를 완성하고 난 후 나
의 형제들이 본즉, 그것이 좋으며 그
솜씨가 심히 훌륭하였던지라, 그들
은 다시 주 앞에 스스로를 ㄱ겸손히
하였느니라.

5 또 이렇게 되었나니 주의 음성
이 나의 부친에게 임하사, 우리에게
일어나배로들어가라하시니라.

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다음 날
우리는모든것, 곧광야에서거둔많
은과실과 ㄱ고기와풍부한양의꿀과
식량을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
를 좇아 준비한 후, 각기 그 나이에
따라 우리의 모든 짐과 우리의 씨앗
과 또 우리가 가져온 것은 무엇이든
지 다 가지고 배로 내려갔느니라. 그

55ㄱ 행 14:11~15.
ㄴ 출 20:12; 모사 13:20.

18 3ㄱ 안내기도.

ㄴ 안내계시.
4ㄱ 니전 16:5.
6ㄱ 니전 17:2.



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아내들과 우
리의 자녀들과 더불어 모두 다 배로
내려갔느니라.

7 그리고 이제 나의 부친은 광야
에서 아들 둘을 낳으셨으니, 형은
ㄱ야곱, 아우는ㄴ요셉이라하였더라.

8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가 우
리의 양식과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
을가지고모두배로내려간후, 우리
는 ㄱ바다로 출항하여 ㄴ약속의 땅을
향하여 순풍을 타고 밀려 나아갔느
니라.

9 그리고 우리가 여러 날 동안을
순풍을 타고 밀려 나아간 후에, 보라
나의 형제들과 이스마엘의 아들들과
그들의 아내들이 흥청거리기 시작하
여 춤추고, 노래하며, 대단히 무례하
게 말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무슨
힘으로그곳까지인도되어왔는지를
잊어버리게되었으니, 참으로그들은
자고하여심히무례하게되었더라.

10 이에 나 니파이는 주께서 우리
에게 진노하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를 치사, 우리로 깊은 바
다에 삼키우게 하시지 않을까 심히
두려워하기시작하였느니라. 그리하
여 나 니파이는 그들에게 사뭇 진지
하게 말하기 시작하였으나, 보라 그
들은 나에게 ㄱ성을 내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동생이 우리의 ㄴ통치자
가되게하지아니하리라하더라.

1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
과 레뮤엘이 나를 잡아 줄로 묶고 나
를 몹시 혹독하게 대하였으나, 그럼
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이를 ㄱ용납
하셨으니, 이는 그의 권능을 보이사
악인에 관하여 하신 그의 말씀을 이
루고자하심이었더라.

1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나를묶어내가움직일수없게되자,
주께서 마련해 주셨던 ㄱ나침반이 작
동하기를멈추었더라.

13 그리하여 그들은 배를 어디로
돌려야 할지를 알지 못하였고, 급기
야는 큰 폭풍이 일어났나니, 참으로
크고 무서운 폭풍우라, 그리하여 우
리는물위를사흘동안뒤로ㄱ밀려났
느니라. 이에 그들은 바다에 빠져 죽
게 되지 않을까 심히 놀라 무서워하
기 시작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
고나를풀어주지는아니하였더라.

14 이에 우리가 계속하여 뒤로 밀
려나던 넷째 날, 폭풍우가 심히 격렬
해졌더라.

1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바야흐로 깊은 바다에 삼켜지게 되
었으며, 우리가 물 위에서 나흘 동안
뒤로 밀려난 후, 나의 형제들은 하나
님의 심판이 그들 위에 임하여, 그들
이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
망하리라는것을 ㄱ알게되었더라. 그
리하여 그들은 나에게로 와서 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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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ㄱ 니후 2:1.
ㄴ 니후 3:1.

8ㄱ 니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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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약속의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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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창 3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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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후 1:25~27.

11ㄱ 앨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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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 37:38~47; 
교성 17:1.

13ㄱ 모사 1:17.
15ㄱ 힐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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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있던 결박을 풀어 주었나니, 보
라 손목은 몹시 부어 있었고 또한 나
의 발목도 많이 부었으며 그 통증이
대단히심하였느니라.

16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하나님을바라보았으며온종일그를
ㄱ찬양하였고, 나의 고난으로 인하여
주를원망하지아니하였느니라.

17 이제 나의 부친 리하이가 그들
에게와 또한 ㄱ이스마엘의 아들들에
게많은것을말씀하셨으나, 보라, 그
들은 나를 위하여 말하려는 사람이
면 누구에게나 크게 위협하는 말을
하였나니, 이에 나의 부모는 연로하
시고 자기의 자녀들로 인하여 많은
비애를 겪으셨던지라, 참으로 병석
에눕게되셨느니라.

18 그들의 비탄과 많은 슬픔과 나
의 형제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
은 거의 이 생을 벗어나 그들의 하나
님을 만나기 위해 옮기울 지경에 이
르렀나니, 참으로 그들의 흰 머리가
바야흐로 내리워 티끌 속에 눕게 되
었으며, 참으로 그들은 슬픔을 지니
고 물 무덤으로 거의 던져질 지경에
이르렀느니라.

19 또 어리고 많은 양육을 필요로
하는 야곱과 요셉 역시, 그들의 어머
니의고난으로인하여비통하여졌으
며, ㄱ나의 아내의 눈물과 기도도, 또
나의 자녀들도, 나의 형제들의 마음
을 부드럽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나
를풀어주게하지는못하였느니라.

20 이에 그들을 멸망으로 위협한
하나님의 권능 이외에는, 그들의 마
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
무것도 없었나니, 그런고로 그들이
바야흐로 깊은 바다에 삼키우게 되
었음을보자, 그들은그행한일을회
개하였고 마침내 나를 풀어 주었느
니라.

2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나를풀어준다음, 보라내가나침반
을 잡으매 나침반은 내가 바라는 방
향으로 작동하더라. 또 이렇게 되었
나니 내가 주께 기도한즉, 내가 기도
하고 나자 바람이 멎고, 폭풍이 멎었
으며, 크게고요해졌느니라.

2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
이가 배를 인도하여, 우리는 다시 약
속된땅을향하여항해하였느니라.

23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많은
날 동안을 항해하고 난 후에 우리는
ㄱ약속된 땅에 도착하였으며, 우리는
땅위로나아가서우리의장막을치고
그곳을약속된땅이라불렀느니라.

24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땅
을 갈기 시작하고 또 씨앗을 심기 시
작하였나니, 참으로 우리가 예루살
렘 땅에서 가져온 우리의 씨앗을 모
두 땅에 심어 넣었느니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그것들이무성하게자라났
으며, 그리하여 우리는 풍성히 복을
받았느니라.

25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광
야를 여행하면서 약속의 땅에 갖가

16ㄱ 앨 36:28.
17ㄱ 니전 7:4~20.
19ㄱ 니전 7:19; 16:7.

23ㄱ 안내약속의 땅.



지 종류의 짐승들이 숲 속에 있음을
알았나니, 곧 사람들에게 유용한 암
소와 수소 그리고 당나귀와 말 그리
고 염소와 들염소 그리고 온갖 종류
의 들짐승들이라. 또 우리는 온갖 종
류의 광석들을, 금과 은과 구리의 광
석을발견하였느니라.

제 19 장

니파이가 광석으로 판을 만들어 그
의백성의역사를기록함－이스라엘
의 하나님은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때로부터 육백 년 뒤에 오실 것
임－니파이가 그의 고난 받으심과
십자가에달리심에관하여말함－유
대인들은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후
일에 이르기까지 멸시를 받고 흩어
질것임. 주전588~570년경.

그리고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내
게 명하셨으므로, 그로 인해 나는 내
백성의 기록을 새기고자 광석으로
판을 만들고, 내가 만든 ㄱ판 위에 나
는 ㄴ부친의기록과또한우리가광야
에서 여행하던 일과 부친의 예언을
새겼으며, 나자신의예언또한그위
에많이새겼느니라.

2 또 내가 그 판을 만들 때에 주께
로부터 ㄱ이판을만들도록명을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었나니, 그
런즉 나의 부친의 기록과 그의 조상

들의 족보와 광야에서 우리가 행한
바의대부분은, 내가말한그첫번판
에 새겨져 있느니라. 그런즉 내가
ㄴ이판을만들기전에일어났던일들
은 진실로 첫 번 판에 상세히 언급되
어있느니라.

3 또 내가 명령으로 말미암아 이
판을 만들고 나서, 나 니파이는 성역
과예언, 그중에서보다명백하고귀
한 부분들을 ㄱ이 판에 기록해야 하
며, 기록된 것은 이 땅을 소유할 내
백성을 가르치기 위하여, 또한 주께
서아시는다른 ㄴ현명한목적들을위
하여 보존되어야 한다는 명령을 받
았느니라.

4 그리하여 나 니파이는 그 다른
판에 나의 백성의 전쟁과 다툼과 멸
망에 대한 기사를 전하는, 다시 말하
면 더 많은 기사를 전하는 기록을 만
들었으며, 이렇게 하고 나서 나는 나
의백성들에게내가가버린후에, 그
들이 하여야 할 바를 명하고, 또 이
판은 주께로부터 추후 명령이 있을
때까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다
시 말하자면 한 선지자에게서 다른
선지자에게로전해져내려가야한다
고명하였느니라.

5 그리고내가이판을 ㄱ만든경위
는이후에전할것이니라. 그러면, 보
라, 나는내가말한바를따라계속하
노니, 이렇게내가하는것은더욱거
룩한 것들을 ㄴ보존하여 나의 백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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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ㄱ 안내판.
ㄴ 니전 1:16~17;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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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안내경전－경전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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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알게하려함이라.
6 그러할지라도 나는 내가 ㄱ거룩

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판에 기록하지 아니하노라. 그
리고 이제 만일 내가 잘못을 범한다
할진대 옛 사람들도 잘못을 범하였
나니, 다른 사람들로 인해 나 자신을
변명하려 함이 아니요, 육체를 따라
내안에있는 ㄴ연약함으로인하여나
자신을변명하고자하노라.

7 이는 어떤 사람들이 육신이나
영혼에 큰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
을, 다른 이들은 ㄱ무시하며 그들의
발 아래 짓밟음이라. 참으로 바로 그
이스라엘의하나님을사람들은그들
의 발 아래 ㄴ짓밟는도다. 내가 말하
기를, 그들의 발 아래 짓밟는다 하나
내가다른말로하리니, 곧그들은그
를 무시하며 그의 권고의 음성에 귀
를기울이지아니하는도다.

8 또 보라, 그는 천사의 말대로 나
의 부친이 예루살렘을 떠난 때로부
터ㄱ육백년후에ㄴ오시느니라.

9 또 세상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
하여 그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
단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나 그는 이를 참으시며, 그
들이 그를 치나 그는 이를 참으시느
니라. 참으로 그들이 그에게 ㄱ침을
뱉으나, 사람의 자녀들을 향한 그의
사랑의친절과그의오래참으심으로
말미암아그는이를참으시느니라.

10 또 우리 조상의 ㄱ하나님 곧 그
에 의해 애굽에서 속박에서 ㄴ인도되
어 나왔으며, 또한 광야에서 보전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참으로 아브라
함과이삭의 ㄷ하나님, 그리고야곱의
하나님은 천사의 말대로 자신을 사
람으로서악인들의손에 ㄹ내어주사,
ㅁ지노크의 말대로 ㅂ들리우실 것이
요, 니움의 말대로 ㅅ십자가에 못 박
히실 것이요, 사흘 동안의 어둠에 관
하여 말한 ㅇ지노스의 말대로 ㅈ무덤
에 묻히실 것이라. 이 사흘 동안의
ㅊ어둠은 그의 죽으심에 대하여 바다
의 섬들에 살게 될 자들에게 주어지
는, 더욱 특별히 이스라엘의 ㅋ집에
속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표적이 되
리라.

11 이는 이같이 선지자가 말하였
음이라, 주 하나님께서 그 날에 정녕
이스라엘의 온 집을 ㄱ방문하시리니

6ㄱ 몰몬경 표제지 참조.
안내거룩한.

ㄴ 몰 8:13~17; 
이더 12:23~28.

7ㄱ 니후 33:2; 야곱 4:14.
ㄴ 안내거역.

8ㄱ 니전 10:4; 니후 25:19.
ㄴ 안내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망에 관한 예언.

9ㄱ 사 50:5~6; 마 27:30.
10ㄱ 니후 26:12; 모사 7:27;

27:30~31; 앨 11:38~39;

3니 11:14~15.
ㄴ 출 3:2~10; 6:6; 

니전 5:15; 교성 136:22.
ㄷ 창 32:9; 모사 7:19; 

교성 136:21. 
안내여호와.

ㄹ 안내속죄하다, 속죄.
ㅁ 앨 33:15; 34:7; 

힐 8:19~20; 
3니 10:15~16. 
안내경전－잃어버린
경전; 지노크.

ㅂ 3니 27:14.

ㅅ 니후 6:9; 모사 3:9. 
안내십자가에 달림.

ㅇ 야곱 6:1; 힐 15:11. 
안내지노스.

ㅈ 마 27:60; 눅 23:53;
니후 25:13.

ㅊ 니전 12:4~5; 
힐 14:20, 27; 
3니 8:3, 19~23; 10:9.

ㅋ 3니 16:1~4.
11ㄱ 3니 9:1~22; 교성 5:16.



어떤이들에게는그들의의로움으로
인하여 음성과 함께 방문하사 그들
로 큰 기쁨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
이요, 다른 이들에게는 그의 권능의
ㄴ우레와 번개와 함께 폭풍우로, 불
로, 또연기로, 또 ㄷ어둠의안개로, 또
ㄹ땅이 열림으로, 또 솟아오르게 될
ㅁ산들로방문하시리라.

12 또 ㄱ이 모든 일이 기필코 반드
시임하리라, 선지자 ㄴ지노스의말이
니라. 또 땅의 ㄷ바위들이 반드시 깨
어질 것이요, 땅이 신음함으로 인하
여 바다 섬들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
의 영의 역사하심을 받아 소리지르
기를, 자연의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
으시는도다하리라.

13 또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로 말
하자면, 선지자의 말이니라, 그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ㄱ괴롭힘을 당할 것
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ㄴ십
자가에못박으며그들의마음을바꾸
어, 이스라엘의하나님의표적과기사
와능력과영광을배척하는연고라.

14 또 그들이 그 마음을 바꾸어,
선지자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의 거
룩한 자를 ㄱ멸시하였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육체로 있는 동안 방황하며
멸망할 것이요, ㄴ조롱거리와 ㄷ비방
거리가 될 것이며, 모든 나라 가운데

서미움을받으리라.
15 그러할지라도, 선지자의 말이

니라, 그들이 ㄱ더 이상 그 마음을 바
꾸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거스
르지아니할그날이이르면, 그때그
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ㄴ성약을
기억하시리라.

16 참으로 그때 그는 바다의 ㄱ섬
들을 기억하실 것이라. 그뿐 아니라
선지자지노스의말대로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모든 백성을 땅 사방으로
부터내가 ㄴ모아들이리라, 주께서이
르시느니라.

17 또한 온 땅이 주의 구원을 ㄱ볼
것이요, 선지자의 말이니라, 모든 나
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복이
있으리라.

18 이에 나 니파이가 이것들을 나
의백성을위하여기록한것은, 혹그
들을 설득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
의구속주를기억하게하려함이라.

19 그러한즉 만일 이스라엘의 온
집이 ㄱ이것들을 얻는다 할진대 내가
이스라엘의온집에말하는도다.

20 이는 보라, 내게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영으로 역사하
는 바가 있음이니, 그것이 나를 괴롭
게 하여 나의 온 뼈마디가 약하도다.
이는 주께서 자비로우사 옛 선지자

56니파이전서 19:12~20

11ㄴ 힐 14:20~27; 
3니 8:5~23.

ㄷ 눅 23:44~45; 
3니 8:19~20.

ㄹ 니후 26:5.
ㅁ 3니 8:10.

12ㄱ 힐 14:20~28.
ㄴ 야곱 5:1.

ㄷ 마 27:51.
13ㄱ 눅 23:27~30.

ㄴ 니후 10:3.
14 ㄱ 사 53:3~6; 모사 14:3~6.

ㄴ 안내유대인.
ㄷ 신 28:37; 왕상 9:7; 

3니 16:9.
15ㄱ 니전 22:11~12.

ㄴ 안내아브라함의 성약.
16ㄱ 니전 22:4; 니후 10:21.

ㄴ 사 40:20~22.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집합.

17ㄱ 사 40:4~5.
19ㄱ 이노 1:16; 몰 5:12;

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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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들에
관하여 나에게 보여 주지 아니하셨
던들나또한멸망하였을것임이라.

21 또그는정녕옛ㄱ선지자들에게
ㄴ그들에관하여모든것을보여주셨
으며, 또한 그는 많은 자들에게 우리
에 관하여 보여 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그들에 관하여 아는 것은 반
드시 필요한 일이니, 이는 그러한 것
이놋쇠판에기록되어있음이니라.

22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
이는 나의 형제들에게 이러한 것들
을 가르쳤으며,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그들이 주께서 다른 땅에서 옛
백성 가운데 행하신 일에 관하여 알
도록 ㄱ놋쇠판에새겨져있는많은것
들을그들에게읽어주었느니라.

23 또 나는 모세의 ㄱ책에 기록되
어 있는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읽어
주되, 그들을 더욱 온전히 설득하여
주 그들의 구속주를 믿게 하고자, 나
는 그들에게 선지자 ㄴ이사야가 기록
한것을읽어주었나니, 이는내가모
든 경전을 우리에게 ㄷ비유하여 그것
이우리의 ㄹ유익과배움이되게하고
자하였음이니라.

24 그리하여 내가 그들에게 일러
이르되, 당신들은 선지자의 말을 들
으소서. 이스라엘집의한남은자들,
꺾어져나온 ㄱ가지인당신들이여, 당
신들은 이스라엘 온 집을 위하여 기

록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것을 당
신들자신에게비유하여당신의형제
들, 곧당신들이꺾어져나온바당신
의 형제들과 같이 당신들도 소망을
갖도록 하소서. 이는 이같이 선지자
가기록하였음이니이다하였느니라.

제 20 장

주께서이스라엘에게자신의목적을
계시하심－이스라엘은 고난의 풀무
에서 택함을 받았고 바벨론에서 나
아가게 될 것임－이사야 48장과 비
교하라. 주전588~570년경.

야곱의집이여, 귀를 기울여 이를 들
으라.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
을 받으며, 유다의 물, 곧 ㄱ침례의 물
에서 나왔으며, 주의 이름으로 맹세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야기
하나, 그들이 진리나 의로 맹세하지
아니하는도다.

2 그럼에도 그들이 스스로를 ㄱ거
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거니와, 그들
이 만군의 주이신 이스라엘의 하나
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나니, 실로 만
군의주는그의이름이니라.

3 보라 내가 ㄱ이전 일들을 처음부
터 선포하였나니, 그 일들이 내 입에
서 나갔고, 내가 그 일들을 보이되,
홀연히보였느니라.

21ㄱ 왕하 17:13; 암 3:7. 
안내선지자.

ㄴ 3니 10:16~17.
22ㄱ 니전 22:1.
23ㄱ 출 17:14; 니전 5:11;

모세 1:40~41.

ㄴ 니전 15:20; 
니후 25:4~6; 3니 23:1.

ㄷ 안내경전－경전의 가치.
ㄹ 니후 4:15.

24ㄱ 창 49:22~26; 
니전 15:12; 니후 3:4~5.

20 1ㄱ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

2ㄱ 사 52:1. 안내예루살렘.
3ㄱ 사 46:9~10.



4 또 내가 그같이 행한 것은 ㄱ네
가 완고하며, 네 목은 무쇠로 된 힘
줄이요, 네 이마는 놋임을 내가 알았
음이라.

5 또 내가 실로 처음부터 네게 선
포하였으며, 그 일이 이루기 전에 내
가 그것들을 네게 보였나니 내가 그
것들을 보였음은 네가 말하기를, 나
의 ㄱ우상이 행한 바요, 나의 새긴 신
상과 나의 부어 만든 신상이 명한 바
라할까염려하였음이니라.

6 네가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었으
니, 네가 그것을 선포하지 아니하겠
느냐? 또 내가 이때로부터 새 일 곧
감추어졌던 일도 보였던 것과 네가
알지 못하였던 것을 선포하지 아니
하겠느냐?

7 그 일들은 이제 창조되었고 태
초부터가 아니라 네가 이를 듣지 아
니하던 날 이전에 그것들이 네게 선
포되었나니,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를알고있었다말했어야하리라.

8 또한 네가 듣지 아니하였고, 참
으로 네가 알지 못하였으며, 참으로
그때로부터네귀가열리지아니하였
나니, 이는 네가 몹시 불충하게 행하
는 것과 네가 모태에서부터 ㄱ범법자
라칭함을입은줄내가알았음이라.

9 그러할지라도 내 ㄱ이름을 위하
여내가내노여움을미룰것이요, 내
찬송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끊어

버리지아니하리라.
10 이는 보라 내가 너를 정제하였

으되, 내가 너를 ㄱ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음이라.

11 나 스스로를 위하여 참으로 나
스스로를 위하여 내가 이를 행할 것
은, 내가 내 ㄱ이름으로 더럽히게 버
려두지 아니할 것이며, 내 영광을 다
른자에게주지ㄴ아니할것임이니라.

12 야곱아, 또내가부른이스라엘
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내가
그임이니, 나는 ㄱ처음이요 나는 또
ㄴ마지막이라.

13 내 손이 땅의 기초를 ㄱ놓았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펼쳤나니, 내가
그것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함께 일
어서느니라.

14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그들
중에 누가 이러한 일들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느냐? 주께서 그를 사랑하
셨나니 또한 그가 그들로 선포한 자
기의 말을 ㄱ이룰 것이라. 또 그가 자
기 뜻을 ㄴ바벨론에 행할 것이며, 그
의팔이갈대아인에게임하리라.

15 또한주께서말씀하시되, 나주
곧 내가 말하였고 참으로 내가 그를
불러 선포하게 하였으며 내가 그를
데려왔나니, 그가 자기 길을 형통하
게하리라.

16 너희는내게가까이오라. 나는
ㄱ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노라. 처음

58니파이전서 20:4~16

4ㄱ 설명이스라엘.
5ㄱ 안내우상 숭배.
8ㄱ 시 58:3.
9ㄱ 삼상 12:22; 시 23:3;

요1 2:12.
10ㄱ 안내역경.

11ㄱ 렘 44:26.
ㄴ 사 42:8; 모세 4:1~4.

12ㄱ 계 1:17; 22:13.
안내알파와 오메가;
장자.

ㄴ 안내오메가.

13ㄱ 시 102:25. 
안내창조하다, 창조.

14ㄱ 왕상 8:56; 
교성 64:31; 76:3.

ㄴ 안내바벨, 바벨론.
16ㄱ 사 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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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그것이 선포되던 때부터 내가
말하였나니, 주 하나님과 그의 영이
나를보내셨느니라.

17 또이같이주, 네ㄱ구속주, 이스
라엘의거룩하신자께서말씀하시느
니라. 내가그를보냈으며, 네게유익
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너를 ㄴ인도하는주너의하나님이그
일을행하였느니라.

18 오 네가 나의 ㄱ명령을 들었더
라면－그리하였더라면네평강이강
과 같았을 것이며 네 의가 바다 물결
과같았을것이요,

19 네 ㄱ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 이름
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며멸망당하지아니하였으리라.

20 너희는 바벨론에서 ㄱ나아가며
갈대아인에게서 도망하고, 노래하는
음성으로 선포하여 이를 고하며 땅
끝까지 공표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그ㄴ종야곱을구속하셨다하라.

21 또그들은 ㄱ목마르지아니하였
나니, 그가 그들을 인도하여 사막을
지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ㄴ바위
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셨으며, 그가
또한 바위를 가른즉 물이 솟아 나왔
느니라.

22 그가이모두를행하셨고더큰
일도 행하셨으나, 주께서 말씀하시
기를 악인에게는 ㄱ평강이 없다 하시

느니라.

제 21 장

메시야가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고
갇혀 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할 것
임－이스라엘은마지막날에권능으
로써 모이게 될 것임－열왕은 그들
의 양부가 될 것임－이사야 49장과
비교하라. 주전588~570년경.

그리고또 너희 이스라엘의 집이여,
내 백성의 목자들의 간악함으로 인
하여 꺾어져 나왔으며 쫓겨난 너희,
참으로 꺾어져 나왔고, 널리 흩어졌
으며, 내백성에속한너희곧이스라
엘의 집이여, 너희는 다 귀를 기울이
라. ㄱ섬들아, 나를 들으라. 또 너희
ㄴ먼 곳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나를 태에서부터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나의 이
름을말씀하셨느니라.

2 그리고 나의 입을 날카로운 칼
같이 만드시고 그의 손 그늘에 나를
숨기셨으며, 나로 연마된 화살로 만
드사그의화살통에나를감추시고,

3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너
는 내 ㄱ종이라. 너로 인하여 내가 영
광을얻으리라하셨느니라.

4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헛되
이 수고하였으며, 허무하고 헛되이

17ㄱ 안내구속주.
ㄴ 안내영감, 영감을 주다;

계시.
18ㄱ 전 8:5.
19ㄱ 창 22:15~19; 호 1:10.
20ㄱ 렘 51:6; 교성 133:5~14.

ㄴ 사 44:1~2, 21.
21ㄱ 사 41:17~20.

ㄴ 출 17:6; 민 20:11; 
니전 17:29; 니후 25:20.

22ㄱ 안내평화.
21 1ㄱ 니전 22:4; 

니후 10:20~22.
ㄴ 교성 1:1.

3ㄱ 레 25:55; 사 41:8; 
교성 93:45~46.



나의 힘을 다하였도다. 정녕 나의 심
판은 주께 있사오며, 나의 일은 나의
하나님께있는도다하였느니라.

5 이제－나를 태에서부터 ㄱ지으
시고 나로 그의 종이 되게 하사 야곱
을 다시 그에게로 데려오게 하신－
주께서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모
이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주의 눈에
영화롭게 되며,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되시리라하시느니라.

6 또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
이되어야곱의 ㄱ지파들을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보전된 자를 회복함은
가벼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주어
ㄴ이방인들의 ㄷ빛을 삼고, 너로 하여
금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구원이
되게하리라.

7 이스라엘의 구속주, 그의 거룩
한 자이신 주께서 사람이 멸시하는
자에게, 민족들이 싫어하는 자에게,
통치자들의 종에게 이같이 이르시
되, 왕들이 보고 일어나며 군주들도
경배하리니 이는 신실하신 주로 인
함이니라하시느니라.

8 주께서이같이이르시되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으며, 바다
의섬들아, 구원의날에내가너를도
왔도다. 내가 너를 보호하며 ㄱ내 종
을 네게 주어 백성의 성약을 삼으며,
땅을 일으켜 황폐한 기업을 상속하
게하리라.

9 그리하여 너로 ㄱ갇혀 있는 자들
에게 이르기를 나아가라 하게 할 것
이요, ㄴ흑암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이라 하게 하리라. 그들은
길에서 먹겠고 그들의 ㄷ풀밭은 모든
높은곳에있을것이라.

10 그들은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
니할 것이며, 더위나 햇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에게
자비로운 자가 그들을 이끌되, 물이
솟는 샘가로 그들을 인도할 것임이
니라.

11 또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을것이요, 나의 ㄱ대로들은돋우어
질것임이니라.

12 그때이스라엘의집이여, 보라,
ㄱ이들은 먼 곳에서 올 것이라. 또 보
라, 이들은 북방에서와 서방에서 또
이들은시님땅에서오리라.

13 하늘이여, ㄱ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이는 동쪽에 있는 자들의
발이 굳게 세움을 입을 것임이니라.
또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이는
그들이 더 이상 치심을 당하지 아니
할 것임이니, 주가 그 백성을 위로하
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들에게 자비
를베풀것임이니라.

14 그러나 보라, 시온이 이르기
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고 나의 주께
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도다. 그러나
그가그리하지아니하였음을보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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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
15 ㄱ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

고 그 태에서 난 아들을 가엾이 여기
지 않을 수 있느냐? 참으로 그들은
ㄴ잊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집이
여, 나는너를잊지아니할것이라.

16 보라, 내가 너를 나의 ㄱ손바닥
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17 너의 자녀들은 너를 멸하던 자
들에게 급히 대항할 것이요, 너를
ㄱ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
리라.

18 네눈을들어주위를둘러보라.
이 모든 자가 다 함께 ㄱ모이나니 그
들이 네게로 오리라. 내가 살아 있음
같이,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옷 입기를 장
식들로 꾸밈같이 할 것이며 그들을
띠기를마치신부처럼하리라.

19 이는 너의 버려진 곳들과 너의
황폐한 곳들과 네 멸망의 땅이 이제
는 주민들로 말미암아 너무 좁게 될
것이요,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
날것임이라.

20 첫자녀들을잃고나서네가갖
게 될 자녀들이 다시 네 귀에 이르기
를, 이 곳이 나에게 너무 ㄱ좁으니 내
게거할곳을주소서하리라.

21 그때에 ㄱ네가 네 마음 속에 이
르기를, 나는내자녀를잃었으며ㄴ외

로웠으며사로잡힌바되어이리저리
방황하고 있거늘, 누가 나에게 이들
을낳아주었는고? 또누가이들을양
육하였는고? 보라 나는 홀로 되었거
늘이들은어디에있었는고하리라.

22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
시되, 보라, 내가 ㄱ이방인들을 향하
여 나의 손을 들고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ㄴ기호를 세우리니, 그들이 네
아들들을 그 ㄷ팔에 안고 올 것이며,
네 딸들은 그들의 어깨에 메이어 올
것이니라.

23 또 ㄱ왕들은 너의 ㄴ양부가 되
며, 그왕비들은너의양모가될것이
라. 그들이 그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네게 절하며, 네 발의 티끌을 핥으리
니, 네가 나를 주인 줄 알리라. 이는
나를 ㄷ기다리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
하지아니할것임이니라.

24 강한 자에게서 그 노략물을 빼
앗으며, ㄱ적법하게 사로잡힌 자들을
건져낼수있으리요?

25 그러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
시나니, 강한 자의 포로도 빼앗을 것
이요, 무서운 자의 노략물도 건져 내
리니, 이는 내가 너와 다투는 자와
다툴 것이며, 네 자녀를 구원할 것임
이라.

26 또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
게 자기의 살을 ㄱ먹이며 그들로 단
포도주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

15ㄱ 안내여인, 여인들.
ㄴ 사 41:17; 앨 46:8; 

교성 61:36.
16ㄱ 스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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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ㄱ 미 4:11~13.

20ㄱ 또는꼭 조인 또는 좁은.
21ㄱ 설명시온.

ㄴ 사 54:1; 갈 4:27.
22ㄱ 사 66:18~20.

ㄴ 사 11:12; 18:3.
ㄷ 니전 22:8; 니후 10:8~9.

23ㄱ 사 60:16.
ㄴ 니전 22:6.
ㄷ 니후 6:13; 교성 98:2;

133:10~11, 45.
24ㄱ 니전 21:25.
26ㄱ 니전 22:13~14.



하게하리니, 모든육체가나주는네
구주요네구속주요야곱의 ㄴ능한자
인줄 ㄷ알리라.

제 22 장

이스라엘이온지면에흩어질것임－
이방인들이마지막날에복음으로이
스라엘을 보살피며 양육할 것임－이
스라엘은 모이고 구원받을 것이며,
간악한 자들은 그루터기처럼 탈 것
임－악마의 왕국이 멸망되고 사탄은
묶일것임. 주전588~570년경.

이에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
이가 ㄱ놋쇠판에 새겨진 이러한 것들
을읽어주고나자, 나의형제들이내
게로 와서 말하기를, 네가 읽은 이러
한것들은무엇을뜻하느냐? 보라, 이
를 육이 아니요 영에 관련하여 임하
게 될 영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하느
냐하더라.

2 이에나니파이가그들에게이르
기를, 보소서그러한것들은ㄱ영의음
성으로 선지자에게 ㄴ나타내신 바 된
것이니, 이는 육에 관련하여 사람의
자녀들에게 임할 모든 일이 영에 의
해ㄷ선지자들에게알려짐이나이다.

3 그러한즉 내가 읽은 것은 ㄱ현세
의 일과 영적인 일 모두에 관련된 것

이라. 이는 이스라엘의 집이 조만간
온 땅 위에 또한 모든 나라 가운데
ㄴ흩어질듯함이나이다.

4 또 보소서, 이미 예루살렘에 있
는 자들의 지식에서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이많나이다. 참으로모든 ㄱ지파
들가운데대부분이 ㄴ이끌려가버렸
으며바다의 ㄷ섬들위에여기저기흩
어졌으되, 우리는 그들이 이끌려 가
버렸다는 것을 알 뿐 그들이 어디 있
는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알지 못하
나이다.

5 또 그들이 이끌려 간 이래로, 그
들에 관하여 또한 이후로 이스라엘
의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흩어지며
혼란하게 될 모든 자들에 관하여 이
러한 일들이 예언되어 왔나니, 이는
그를 대하여 그들이 자기 마음을 완
악하게 할 것임이나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져 모
든사람에게ㄱ미움을받게되리이다.

6 그러나 그들이 ㄱ이방인들에게
ㄴ보살핌을받게되고, 주께서이방인
들 위에 그의 손을 드사 그들을 세워
기호를삼으시고, 그들의 ㄷ자녀가그
들의 팔에 안기어 오고 그들의 딸들
이그들의어깨에메이어온후, 보소
서 말한 바 이러한 일들은 현세의 일
이니 이는 주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
으신 성약이 그러함이요, 또 이것은

62니파이전서 22:1~6

26ㄴ 안내여호와.
ㄷ 모사 11:22.

22 1ㄱ 니전 19:22; 니후 4:2.
2ㄱ 안내성신.
ㄴ 벧후 1:19~21.
ㄷ 안내예언, 예언하다.

3ㄱ 교성 29:31~34.

ㄴ 니전 10:12~14; 
니후 25:14~16.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흩어짐.

4ㄱ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열
지파.

ㄴ 니후 10:22.
ㄷ 니전 21:1; 

니후 10:8, 20.
5ㄱ 니전 19:14.
6ㄱ 안내이방인.
ㄴ 니전 21:23.
ㄷ 니전 15:13.



63 니파이전서 22:7~14

장래의 우리와 이스라엘 집에 속한
우리의모든형제들을뜻하나이다.

7 또 이는 이스라엘의 온 집이 흩
어지고 혼란하게 된 후에, 주 하나님
께서 ㄱ이방인들 가운데, 참으로 이
땅 위에 한 강한 나라를 세우시는 때
가 이름을 뜻하나니, 그들에 의해 우
리의자손들이ㄴ흩어지리이다.

8 이에 우리의 자손들이 흩어진
후에, 주하나님께서나아가사 ㄱ이방
인들 가운데 ㄴ기이한 일을 행하시리
니우리의자손들에게큰 ㄷ가치가있
는 일이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이방
인들에게 양육 받고 그들의 팔에 안
기고 그들의 어깨에 메이어 나아옴
에비유되는것이나이다.

9 그 일은 또한 이방인에게도 ㄱ가
치가 있을 것이며, 이방인에게뿐 아
니라 이스라엘 온 ㄴ집에 ㄷ그러하여
하늘의아버지께서아브라함에게하
신 ㄹ성약을 알게 하리니, 이르시되
네 ㅁ자손으로말미암아땅의모든족
속이ㅂ복을받으리라하셨나이다.

10 또나의형님들이여, 나는그가
열국의눈앞에그팔을 ㄱ드러내시지
않고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
을 수 없다는 것을 당신들이 알기 바

라나이다.
11 그러한즉 주 하나님께서는 나

아가 만국의 목전에 그의 팔을 드러
내사,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자들을
위한 그의 성약과 그의 복음을 이루
실것이라.

12 그러한즉 그가 다시 그들을 사
로잡힘에서 인도해 내시리니, 그들
이그들의기업의땅으로함께 ㄱ모일
것이요, 그들이희미한데서와 ㄴ캄캄
한데서인도되어나와서 ㄷ주께서그
들의 ㄹ구주시요, 그들의 구속주 곧
이스라엘의 ㅁ능한자인줄알게되리
이다.

13 또 온 세상의 창녀인 저 크고
ㄱ가증한교회의피는그들자신의머
리 위에 돌아가리니, 이는 그들이 자
기들끼리 ㄴ전쟁하며 그들 ㄷ자신의
손에 든 검이 그들 자신의 머리 위에
떨어지고, 그들이 자기 피에 취하게
될것임이라.

14 또이스라엘의집이여, 너를대
적하여전쟁할모든 ㄱ나라는서로대
적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주의 백성
을 빠뜨리려고 파 놓은 구덩이에는
스스로가 ㄴ빠지게 될 것이라. 또 시
온을대적하여 ㄷ싸우는자들은다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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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니전 14: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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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ㄱ 눅 21:10.
ㄴ 사 60:12; 니전 14:3;

교성 109:25.
ㄷ 니후 10:13; 27:3.



망당할 것이며,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한 저 큰 창녀, 참으로 저 크고 가증
한 교회는 무너져 ㄹ흙먼지가 되리니
그무너짐이크리이다.

15 이는 보소서, 선지자의 말씀이
나이다, 사탄이 사람의 자녀들의 마
음을 다스릴 권능을 더 이상 갖지 못
할 날이 속히 이름이니, 이는 교만한
자와악을행하는자들이다 ㄱ그루터
기처럼 되는 날이 곧 이름이며 그들
이반드시ㄴ불살라질날이이름이라.

16 이는하나님의가득한 ㄱ진노가
사람의 자녀들 모두의 위에 쏟아질
때가 곧 이름이니, 악인이 의인을 멸
함을 그가 용납하지 아니하실 것임
이나이다.

17 그러한즉, 그의 가득한 진노가
반드시 임한다 할지라도 그가 그 권
능으로 ㄱ의인들을 ㄴ보전하시리니,
그들의원수들이불로멸망당할지라
도 의인들은 보전되리이다. 그런즉
의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나니
이는 선지자가 이같이 말함이라, 설
혹 불로 말미암음 같을지라도 그들
은구원을받으리이다.

18 보라나의형님들이여, 내가당
신들에게 이르노니,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속히 이르리이다. 참으로 피
와 불과 연기가 반드시 이를 것이니,
이것은 반드시 이 지구상에 있을 것

이요,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
룩한 자를 대하여 그 마음을 완악하
게 할진대, 육체를 따라 사람들에게
임하나이다.

19 이는 보라 의인은 멸망하지 아
니할 것임이니, 시온을 대적하여 싸
우는 자들이 다 끊어질 날이 정녕 반
드시이를것임이라.

20 또 주께서는 진실로 그의 백성
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사 모세의 말
을이루시리니, 그가일러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나와
같은 ㄱ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무엇이
든지 다 들을지니라. 또 이렇게 되리
니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다 백성들 가운데서 ㄴ끊어지리
라하였나이다.

21 이에 이제 나 니파이는 당신들
에게 선포하노니, 모세가 말한 이
ㄱ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
시나이다. 그런즉 그가 의 가운데
ㄴ심판을집행하시리이다.

22 또 의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나니, 그들은 진멸당하지 아니할
자들임이라. 그러나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세워질 악마의 왕국은 그러
하니, 그왕국은육체로있는자들가
운데세워지나이다.

23 이는때가속히이를것임이니,

64니파이전서 22:15~23

14ㄹ 사 25:12.
15ㄱ 사 5:23~24; 

나 1:10; 
말 4:1; 
니후 15:24; 26:4~6; 
교성 64:23~24; 133:64.

ㄴ 시 21:9; 3니 25:1; 

교성 29:9. 안내지구－
지구가 깨끗하게 됨.

16ㄱ 니전 14:17.
17ㄱ 니전 17:33~40.

ㄴ 니후 30:10; 
모세 7:61.

20ㄱ 요 4:19; 7:40.

ㄴ 교성 133:63.
21ㄱ 신 18:15, 18; 

행 3:20~23; 
니전 10:4; 
3니 20:23.

ㄴ 시 98:9; 
모세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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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얻으려 세워진 모든 ㄱ교회와
육체를다스릴권력을얻으려세워진
모든자들과세상의눈에 ㄴ들기위해
세워진자들과육신의정욕과세상의
것을 구하며 온갖 죄악 행하기를 구
하는 자들, 참으로 요컨대 악마의 왕
국에 속한 모든 자들은 두려워하며
떨며 ㄷ흔들려야할자들이라. 그들은
반드시 흙먼지 가운데 내려져야 할
자들이요, 그들은 반드시 그루터기
처럼 타 ㄹ없어져야 할 자들이니, 이
는선지자의말씀대로이나이다.

24 또 의인들이 반드시 외양간의
ㄱ송아지처럼 인도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반드시 주권과 능력
과 권능과 큰 영광으로 다스리실 때
가속히오나이다.

25 또그는자기의자녀들을땅사
방에서 ㄱ모으시고, 그는 자기 양을
헤아리시며, 그들은 그를 아나니, 한
무리와 한 ㄴ목자가 있게 될 것이며,
그가 자기 양을 먹이시리니 그 안에
서그들이 ㄷ풀밭을찾을것이라.

26 또 그의 백성의 의로움으로 인
하여 ㄱ사탄이아무권능도갖지못하
나니, 그런즉 그가 ㄴ여러 해 동안 풀
려날 수 없나이다. 이는 그가 백성들
의 마음을 다스릴 아무 권능도 갖지

못함이니, 이는 그들이 의 안에 거하
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ㄷ다스
리심이나이다.

27 또 이제 보소서, 나 니파이가
당신들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일이
육체를따라반드시임하리이다.

28 그러나, 보소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ㄱ회개할진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안에서 안
전히거하게되리이다.

29 이에 이제 나 니파이는 끝맺노
니, 이는내가아직은이러한일에관
하여 감히 더 말하고자 아니함이나
이다.

30 그러한즉 나의 형님들이여, 나
는 당신들이 ㄱ놋쇠판에 기록된 것들
이 참되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기 바
라노니, 그것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에 반드시 순종해야 함을 증거
하나이다.

31 그러한즉 당신들은 나와 나의
부친만이 그것들을 증거하고, 또한
가르친 유일한 자들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러한즉 만일 당
신들이 ㄱ계명에 순종하며 끝까지 견
딜진대, 당신들은 마지막 날에 구원
을 받으리이다. 참으로 그러하리이
다. 아멘.

23ㄱ 니전 14:10; 
니후 26:20. 
안내사제술.

ㄴ 눅 6:26; 
앨 1:3.

ㄷ 니후 28:19.
ㄹ 니후 26:6.

24ㄱ 암 6:4; 
말 4:2; 
3니 25:2.

25ㄱ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집합.

ㄴ 안내선한 목자.
ㄷ 시 23.

26ㄱ 계 20:2; 
앨 48:17; 
교성 43:31; 45:55;
88:110; 101:28. 
안내악마.

ㄴ 야곱 5:76.

ㄷ 안내복천년.
28ㄱ 안내회개하다, 

회개; 용서하다.
30ㄱ 니후 4:2.
31ㄱ 마 19:17. 

안내하나님의 계명.



제 1 장

리하이가 자유의 땅에 대하여 예언
함－그의자손들이이스라엘의거룩
한 자를 거역하면 그들은 흩어지게
되고 매맞게 될 것임－그가 그의 아
들들에게 의의 갑옷을 입도록 권면
함. 주전588~570년경.

그리고이제이렇게되었나니나
니파이가 나의 형제들을 가르

치기를 마친 후, 우리 ㄱ부친 리하이
도 또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
였나니,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얼마
나 큰 일을 행하사 그들을 예루살렘
땅에서인도해내셨는지를그들에게
들려주었느니라.

2 또그는그들이물위에서 ㄱ모반
하였던 일과,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
사 그들로 바다에 삼켜지지 않게 하
셨던 하나님의 자비에 관하여 그들
에게말씀하였느니라.

3 그리고 그는 또한 그들이 얻은
약속의 땅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씀
하였나니－주께서 얼마나 자비로우

사, 우리에게 예루살렘 땅에서 도망
해나오라고경고하셨는지를그들에
게말씀하였느니라.

4 그가이르되, 이는보라, 내가한
ㄱ시현을보았음이라. 그시현에서나
는 ㄴ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줄을 아노
니,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면우리역시ㄷ멸망하였으리라.

5 그가 이르되, 그러나 우리의 고
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속의 ㄱ땅
을 얻었나니, 다른 모든 땅보다 ㄴ뛰
어난 땅이요, 주 하나님께서 내 후손
의 기업을 위한 땅이 되리라고 나와
성약하신 땅이라. 참으로 주께서는
이 땅을 영원히 나와 나의 자손들에
게 ㄷ성약하셨으며, 또한 주의 손에
의해 다른 여러 나라로부터 인도되
어 나올 모든 자에게도 그리하셨느
니라.

6 그러한즉 나 리하이는 내 안에
있는 영의 역사하심을 따라 예언하
노니, 주의 손에 의해 인도되지 아니
하고는 ㄱ아무도이땅에들어오지못
하리라.

7 그런즉 이 ㄱ땅은 그가 인도하여

니파이후서

리하이의 죽음의 기사. 니파이의 형들이 그에게 모반함. 주께서 니파이에
게광야로떠나도록경고하심. 광야에서그가여행한일등.

[니파이후서]
1 1ㄱ 안내축복사,

축복사의.
2ㄱ 니전 18:9~20.
4ㄱ 안내시현.
ㄴ 왕하 24:14~15; 

렘 44:2; 니전 1:4; 
힐 8:20.

ㄷ 앨 9:22.
5ㄱ 안내약속의 땅.
ㄴ 이더 2:9~10.
ㄷ 안내성약.

6ㄱ 니후 10:22.
7ㄱ 모사 29:32; 

앨 46: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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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자를 위하여 성별되었느니라. 또
그들이 그가 주신 계명을 좇아 그를
섬길진대 이 땅은 그들에게 ㄴ자유의
땅이 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이 결코
사로잡히게 되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 된다 하면 그것은 죄악으로 인
한 것이리니, 이는 죄악이 가득할진
대그들로말미암아이땅이 ㄷ저주를
받을 것임이라. 그러나 의인에게는
이땅이영원토록복되리로다.

8 또보라, 이땅이아직다른국민
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게 함은
지혜니, 이는 보라, 많은 국민이 이
땅에 넘쳐 유업을 위한 장소가 없었
을것임이라.

9 그리하여 나 리하이는 ㄱ주 하나
님께서예루살렘으로부터인도해내
실 자들이 그의 계명을 지킬진대, 이
땅 위에서 ㄴ번성할 것이요, 다른 모
든 나라로부터 보호되어 이 땅을 그
들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리라는 약
속을 얻었느니라. 또 그들이 그의 계
명을 ㄷ지킬진대 이 땅 위에서 복될
것이요,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의
기업의 땅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
으리니, 그들이 영원토록 안전히 거
하리라.

10 그러나보라, 주의손에서그토
록큰축복을받은후땅과모든사람
의 창조에 대한 지식을 가지며, 창세
로부터 주의 크고 기이한 일들을 알

며, 신앙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며, 태초로부터의 모든
계명을 가지며, 한량없는 그의 선하
심으로 이 귀한 약속의 땅에 인도되
어 들고 나서－그들이 믿지 않음에
빠져들 때가 이르면, 보라 내가 말하
노니, 만일 그들이 참 ㄱ메시야요 그
들의구속주시요그들의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저버리는
날이 이른다면, 보라, 공의로우신 이
의심판이그들위에머물게되리라.

11 참으로 그가 ㄱ다른 국민들을
그들에게로 인도하여 오실 것이요,
그들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며, 그들
에게서는 그들 소유의 땅을 빼앗으
실것이요, 그들로하여금 ㄴ흩어지게
되고매맞게하실것이라.

12 참으로 한 세대가 다른 세대로
바뀜에따라그들가운데 ㄱ유혈과큰
징벌이 있으리라. 그러한즉 나의 아
들들아, 나는 너희가 기억하기 바라
노라. 참으로나는너희가내말에귀
기울이기를바라노라.

13 오 너희가 깨어나기를, 깊은
잠에서, 참으로 ㄱ지옥의 잠에서 깨
어나, 너희를 묶고 있는 무서운 ㄴ사
슬을 떨쳐 버리기를 바라노라. 그것
은 사람의 자녀들을 결박하는 사슬
이니, 그들이 사로잡혀 비참과 고난
의 영원한 ㄷ심연으로 끌려 내려가느
니라.

7ㄴ 니후 10:11. 
안내해방.

ㄷ 앨 45:10~14, 16; 
몰 1:17; 이더 2:8~12.

9ㄱ 니후 4:4; 앨 9:13.
ㄴ 신 29:9.

ㄷ 안내순종, 순종하는,
순종하다.

10ㄱ 안내메시야.
11ㄱ 니전 13:12~20; 

몰 5:19~20.
ㄴ 니전 22:7.

12ㄱ 몰 1:11~19; 4:11.
13ㄱ 안내지옥.

ㄴ 앨 12:9~11.
ㄷ 니전 15:28~30; 

힐 3:29~30.



14 깨어나라! 그리고 티끌에서 일
어나, 떨고 있는 ㄱ부모의 말을 들으
라. 너희가곧그의사지를차갑고적
막한 ㄴ무덤에 뉘어야만 하나니, 그
곳에서는 아무 나그네도 돌아올 수
없느니라. 며칠 더 있으면 온 세상이
가는ㄷ길로내가가느니라.

15 그러나보라, 주께서나의영혼
을 지옥에서 ㄱ구속하셨나니, 나는 그
의영광을보았으며, 나는그의ㄴ사랑
의ㄷ팔에영원토록둘러싸였느니라.

16 그리고 나는 너희가 주의 ㄱ규
례와 법도를 기억하여 지키기 원하
노니, 보라, 이는처음부터나의영혼
의근심이었도다.

17 나의 마음은 시시로 슬픔으로
무거워졌었나니, 이는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주 너희 하나님
께서 나오사, 그의 가득한 ㄱ진노 가
운데 너희에게 임하시므로, 너희가
영원히 ㄴ끊어져 멸망당할까 내가 두
려워하였음이요,

18 그렇지 아니하면 ㄱ여러 세대
동안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
가 칼과 기근으로 징벌을 받으며 미
움을받고, ㄴ악마의뜻과사로잡음에
따라 이끌리게 됨을 내가 두려워하
였음이라.

19 오나의아들들아, 이러한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가빼어나고 ㄱ총애를받는주의백성
이되기를바라노라. 그러나보라, 그
의 뜻이 이루어지리니, 그의 ㄴ길은
영원토록의로움임이니라.

20 또 그가 이르시되, ㄱ너희가 나
의 ㄴ계명을지킬진대너희는이땅에
서ㄷ번성할것이나, 너희가나의계명
을 지키지 않을진대 너희는 나의 면
전에서끊어지게되리라하셨느니라.

21 그리고 이제 내 영혼이 너희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도록, 또 내 마
음이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며 이 세
상을 떠나도록, 그리하여 내가 비통
함과 슬픔을 안고 무덤에 내리우지
않도록, 나의 아들들아, 티끌에서 일
어나라. 그리고 ㄱ대장부가 되며 ㄴ한
뜻과 한 마음으로 굳건히 되며 모든
일에 단합하여, 너희가 사로잡힘에
빠지지않도록하며,

22 심한 저주로 저주받지 않도록
하며, 또한 ㄱ공의로우신하나님의분
노를너희위에자초하여멸망, 곧영
혼과 육신의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하라.

23 깨어나라, 나의아들들아, 의의
ㄱ갑주를 입으라. 너희를 묶고 있는
그 사슬을 떨쳐버리고 어둠 속에서
나아오며, 티끌에서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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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ㄱ 안내부모.
ㄴ 안내사망, 육체적.
ㄷ 수 23:14.

15ㄱ 앨 36:28. 안내속죄하다,
속죄.

ㄴ 롬 8:39. 안내사랑.
ㄷ 야곱 6:5; 앨 5:33; 

3니 9:14.
16ㄱ 신 4:5~8; 니후 5:10~11.

17ㄱ 니후 5:21~24; 
앨 3:6~19.

ㄴ 모사 12:8.
18ㄱ 니전 12:20~23.

ㄴ 안내악마.
19ㄱ 안내택함 받은.

ㄴ 호 14:9.
20ㄱ 예이 1:9; 모사 1:6~7;

앨 9:13~14.

ㄴ 레 26:3~14; 
욜 2:23~26.

ㄷ 시 67:6; 모사 2:21~25.
21ㄱ 삼상 4:9; 왕상 2:2.

ㄴ 모세 7:18.
22ㄱ 교성 3:4.
23ㄱ 엡 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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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더이상너희아우를거스려모
반하지 말라. 그의 시현은 영화로웠
으며 그는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난
날로부터 계명을 지켰으며, 그는 하
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왔나니, 그
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광야에서
ㄱ굶주림으로 멸망하였을 것임이라.
그럼에도 너희는 그의 생명을 ㄴ빼앗
으려 하였나니, 참으로 그는 너희로
인하여많은슬픔을겪었느니라.

25 그리고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떠노니, 그가 다시
고난을겪을까함이라. 이는보라, 너
희는그가너희를다스릴권력과 ㄱ권
세를추구한다고그를비난하였음이
라. 그러나내가알거니와, 그는너희
를 다스릴 권력이나 권세를 구한 것
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너희의
영원한복리를구하였느니라.

26 또 그가 너희에게 명백하게 말
함으로 인하여 너희는 불평하였도
다. 너희는그가 ㄱ날카롭게말하였다
하며 너희는 그가 너희에게 노하여
왔었다 하나, 보라, 그의 날카로움은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
능의 날카로움이었으며, 너희가 노
여움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
는 것에 따른 진리였으니, 이를 그가
억제할 수 없었던지라, 너희의 죄악
에 관하여 담대히 드러낸 것이었느

니라.
27 또 그가 너희에게 순종하라고

명하기까지 하나님의 ㄱ권능이 그와
함께 하여야 함은 반드시 필요한 일
이라. 그러나 보라, 그의 입을 ㄴ열어
말하게 한 것이 그가 아니라 그의 안
에 있는 주의 ㄷ영이었으므로, 그가
입을다물수없었느니라.

28 그리고 이제 나의 아들 레이맨
아, 그리고또한레뮤엘과샘아, 그리
고 또한 이스마엘의 아들인 나의 아
들들아, 보라, 너희가 니파이의 음성
에 귀를 기울일진대 너희가 멸망하
지 아니하리라. 또 너희가 그에게 귀
기울일진대, 내가 너희에게 ㄱ축복을
남기노니 참으로 곧 나의 첫 번째 축
복이라.

29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에게 귀
기울이지 아니할 터이면, 내가 나의
ㄱ첫 번째 축복, 참으로 곧 나의 축복
을 거두나니, 이것은 그의 위에 머물
게되리라.

30 그리고이제조램아, 내가네게
말하노니, 보라, 너는 라반의 ㄱ종이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예루살
렘 땅에서 인도되어 나왔나니, 나는
네가 영원토록 나의 아들 니파이에
게참된벗인줄을아노라.

31 그런즉 네가 충실하였으므로,
네자손은그의자손으로 ㄱ더불어복
을 받아 이 땅 위에서 오래도록 번성

24ㄱ 니전 16:32.
ㄴ 니전 16:37.

25ㄱ 창 37:9~11.
26ㄱ 잠 15:10; 

니전 16:2; 
모로 9:4; 

교성 121:41~43.
27ㄱ 니전 17:48.

ㄴ 교성 33:8.
ㄷ 교성 121:43.

28ㄱ 안내장자의 명분.
29ㄱ 아브 1:3.

30ㄱ 니전 4:20, 35.
31ㄱ 니후 5:6.



하는 가운데 거할 것이요, 그들 가운
데있을죄악을제외하고는, 이땅위
에서그들이번성하는것을해하거나
방해할만한것이영원히없으리라.

32 그러한즉 너희가 주의 계명을
지킬진대, 주께서는 내 아들의 자손
과 함께 네 자손의 안전을 위하여 이
땅을성별하셨느니라.

제 2 장

구속은 거룩하신 메시야를 통해서
옴－선택의 자유(선택의지)는 존재
와진보에필수적임－아담이타락한
것은 사람이 존재하게 하려 함이었
음－사람은자유로이자유와영생을
택할수있음. 주전588~570년경.

그리고이제 야곱아, 내가 네게 말하
노라. 너는 광야에서 나의 환난의 날
에얻은ㄱ첫아들이니라. 또보라, 너의
어릴 적에 너는 네 형들의 횡포로 인
하여고난과많은슬픔을겪었도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의
나의 첫아들 야곱아, 네가 하나님의
크심을 아나니, 그가 너의 고난을 성
별하사너의유익이되게하시리라.

3 그런즉 네 영혼이 복될 것이며,
너는 네 형 니파이와 함께 안전히 거
할것이요, 네날들은네하나님을섬
기는 데 보내게 되리라. 그런즉 나는

네 구속주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네
가 구속되었음을 아노니, 이는 때가
차매 그가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
다주러오심을네가보았음이라.

4 또 너는 네 젊었을 때에 그의 영
광을 ㄱ보았나니, 그런즉 너는 그가
육체로성역을베푸실자들처럼복되
도다. 이는 영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
원토록 동일하심이라. 또 사람이 타
락한 때로부터 길이 예비 되었으며,
구원은ㄴ거저주어지는것이니라.

5 또 사람은 선악을 ㄱ분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르침을 받았고,
율법이 사람에게 주어졌으며, 율법
으로는 아무 육체도 ㄴ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나니, 곧 율법으로는 사람
이 ㄷ끊어지느니라. 참으로 현세에
속한 율법으로 그들은 끊어졌으며,
또한 영에 속한 율법으로 선한 것에
서 멸망하여 영원토록 비참하게 되
느니라.

6 그러한즉 ㄱ구속은 거룩하신 메
시야 안에서 거룩하신 ㄴ메시야를 통
하여 임하나니, 이는 그가 ㄷ은혜와
진리로충만하심이라.

7 보라, 그는죄를위한 ㄱ희생으로
자신을 바치사, 상한 마음과 통회하
는 심령을 지닌 모든 자를 위하여 율
법의 목적에 부응하시나니, 그들 외
에는 아무에게도 율법의 ㄴ목적이 부
응될수없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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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ㄱ 니전 18:7.
4ㄱ 니후 11:3; 야곱 7:5.
ㄴ 안내은혜.

5ㄱ 모로 7:16.
ㄴ 롬 3:20; 니후 25:23; 

앨 42:12~16. 

안내의롭게 됨, 
의롭게 되다.

ㄷ 니전 10:6; 니후 9:6~38;
앨 11:40~45; 12:16, 24;
42:6~11; 힐 14:15~18.

6ㄱ 니전 10:6; 니후 25:20;

앨 12:22~25. 
안내구속의 계획.

ㄴ 안내메시야.
ㄷ 요 1:14, 17; 모세 1:6.

7ㄱ 안내속죄하다, 속죄.
ㄴ 롬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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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러한즉 이러한 것들을 땅의
주민들에게 알려, ㄱ거룩하신 메시야
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면전에 거할 수 있
는 육체가 하나도 없음을 그들로 알
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그는 육체를 따라 그의 생명을 버리
시고 영의 권능으로 그의 생명을 다
시 취하시나니, 그리하여 일어날 자
의 첫째가 되사 죽은 자의 ㄴ부활을
이루시리라.

9 그런즉 그는 하나님께 첫열매
니, 그가 모든 사람의 자녀들을 위하
여 ㄱ중재하실 것임이라. 또 그를 믿
는자들은구원을얻으리라.

10 또 ㄱ모두를 위한 중재로 말미
암아 만인이 하나님께 나아오나니,
그런즉 그들이 그의 면전에 서서 그
의안에있는진리와 ㄴ거룩함을따라
그에게 ㄷ심판을 받으리라. 그러한즉
거룩하신 이가 주신 율법의 목적은,
부가된 형벌을 가하는 데 이르나니
부가된 이 형벌은 부가된 행복과 반
대가 되는 것인 바, 이는 ㄹ속죄의 목
적에부응하기위한것이니－

11 이는 모든 것에 ㄱ반대되는 것
이 있음이 꼭 필요함이라. 만일 그렇
지 않다고 한다면, 광야에서의 나의
첫아들아, 의로움이 이루어질 수 없
으리니, 간악함도 그러하며, 거룩함

이나 비참함이나, 선이나 악이 이루
어질 수 없을 것이니라. 그런즉 모든
것이 혼합되어 하나가 되어야 할 것
이라. 그러한즉만일한몸이된다할
진대, 생명도없고사망도없으며, 썩
음도 썩지 아니함도 없고, 행복이나
비참도 없으며, 느낌도 느끼지 못함
도없이, 죽은채로그저있어야만하
리라.

12 그런즉 창조된 것이 허사임이
분명하니, 그런즉 그 창조의 목적에
아무 ㄱ목적 하는 바가 없게 되었을
것이라. 그런즉 이것은 하나님의 지
혜와 그의 영원한 목적과 또한 하나
님의 권능과 자비와 ㄴ공의를 무너뜨
리지않을수없으리라.

13 또 너희가 말하기를, ㄱ율법이
없다 할진대 너희는 또한 죄가 없다
하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죄가 없다
할진대 너희는 또한 의가 없다 하리
라. 또 의가 없을진대 행복이 없을지
라, 의가 없고 행복도 없을진대 형벌
이나 비참도 없을지라, 또 만일 이러
한 것이 없다고 하면 ㄴ하나님이 계시
지 아니한 것이라. 또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도 없고 세상도
없나니, 이는 행하거나 행함을 받는
것들의창조가없었을것임이라. 그런
즉만물이다사라져버렸으리라.

14 이제나의아들들아, 나는너희

8ㄱ 니전 25:20; 31:21; 
모사 4:8; 5:8; 앨 38:9.

ㄴ 고전 15:20; 앨 7:12;
12:24~25; 42:23. 
안내부활.

9ㄱ 사 53:1~12; 모사 14:12;
15:8~9.

10ㄱ 안내구속주.
ㄴ 안내거룩함.
ㄷ 안내심판, 마지막.
ㄹ 니후 9:7, 21~22, 26; 

앨 22:14; 33:22; 34:9.
11ㄱ 교성 29:39; 122:5~9.

안내역경.

12ㄱ 교성 88:25~26. 
안내지구－사람을 위해
창조됨.

ㄴ 안내공의.
13ㄱ 니후 9:25.

ㄴ 앨 42:13.



의 유익과 배움이 되도록 이러한 것
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는 하나님
이 한 분 계시고 그가 만물을 ㄱ창조
하시되,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곧 행하는 것들과 ㄴ행함을
받는것들모두를창조하셨음이라.

15 또 그가 우리의 첫 부모와, 들
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요컨대 창조
된모든것을다창조하신후, 사람의
종말에 그의 영원한 ㄱ목적을 이루시
기 위하여 반대되는 것이 반드시 있
어야 하였나니, 곧 생명의 ㄴ나무에
반대되는 ㄷ금단의 ㄹ열매라. 하나는
달고다른하나는쓴것이니라.

16 그리하여 주 하나님께서는 사
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ㄱ행하게 하시
었나니, 그런즉 사람은 이편이나 저
편에 의해 ㄴ이끌리지 않고서는 스스
로행할수없었느니라.

17 그리고 나 리하이는 내가 읽은
바에 따라, 이같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나니, 곧 기록된 바에 따르면 하나
님의 한 ㄱ천사가 하늘에서 ㄴ타락하
였느니라. 그리하여그가 ㄷ악마가되
었나니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을 구하
였음이라.

18 이에 그가 하늘에서 타락하여

영원토록비참하게된지라, 그가 ㄱ또
한 온 인류를 비참하게 하고자 하였
느니라. 그리하여그가 ㄴ이브에게일
렀나니, 참으로악마요모든 ㄷ거짓의
아비인저옛뱀이라. 그런즉그가이
르기를, 금단의 열매를 먹으라. 그리
하면 너희가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
님과같이되어선악을 ㄹ알게되리라
하였느니라.

19 그리고아담과이브가 ㄱ금단의
열매를먹은후에, 그들은ㄴ에덴동산
에서쫓겨나땅을갈게되었느니라.

20 그리고 그들이 자녀를 낳았나
니, 참으로곧온세상의ㄱ가족이라.

21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ㄱ사람의 자녀들의 날이 연장되었으
니, 이는 그들이 육체로 있는 동안
ㄴ회개하게하려함이라. 그리하여그
들의상태는 ㄷ시험의상태가되었고,
주하나님께서사람의자녀들에게주
신 계명에 따라 그들의 때가 길어졌
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사람은 반드
시회개해야한다는계명을주셨음이
니, 이는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
이 그들 부모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ㄹ잃은바되었음을보여주셨음이라.

22 그리고 이제, 보라, 만일 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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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ㄱ 안내창조하다, 창조.
ㄴ 교성 93:30.

15ㄱ 사 45:18; 앨 42:26;
모세 1:31, 39.

ㄴ 창 2:9; 니전 15:22, 36;
앨 32:40.

ㄷ 창 2:16~17; 모세 3:17.
ㄹ 창 3:6; 앨 12:21~23.

16ㄱ 니후 10:23; 앨 12:31.
안내선택의지.

ㄴ 교성 29:39~40.

17ㄱ 안내악마.
ㄴ 사 14:12; 니후 9:8; 

모세 4:3~4; 
아브 3:27~28.

ㄷ 안내악마.
18ㄱ 니후 28:19~23; 

3니 18:18; 
교성 10:22~27.

ㄴ 안내이브.
ㄷ 니후 28:8; 모세 4:4.
ㄹ 창 3:5; 앨 29:5; 

모로 7:15~19.
19ㄱ 앨 12:31. 안내아담과

이브의 타락.
ㄴ 안내에덴.

20ㄱ 교성 138:38~39.
21ㄱ 앨 12:24; 모세 4:23~25.

ㄴ 앨 34:32. 안내회개하다,
회개.

ㄷ 안내필멸의, 필멸.
ㄹ 야곱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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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범법하지 않았더라면 타락하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에덴 동산에 그
대로 머물렀을 것이라. 그리고 창조
된 모든 것이 창조된 후에 있었던 것
과 같은 상태에 그대로 머물렀으리
니, 영원히머물러끝이없었으리라.

23 또 그들은 ㄱ자녀를 갖지 못하
였을 것이요, 그리하여 그들은 무지
한 상태에 머물렀으리니, 비참을 알
지못하매기쁨이없고, 죄를알지못
하매선을행하지못하였으리라.

24 그러나 보라, 만사는 ㄱ모든 것
을 아시는 이의 지혜 안에서 이루어
졌느니라.

25 ㄱ아담이 ㄴ타락한 것은 사람이
존재하게하려함이요, 사람이 ㄷ존재
함은ㄹ기쁨을갖기위함이니라.

26 그리고 ㄱ메시야는사람의자녀
들을 타락에서 ㄴ구속하시고자 때가
찰 때 오시느니라. 또 그들은 타락에
서구속되었으므로선악을분별하며
영원히 ㄷ자유롭게 되었나니, 하나님
께서주신계명에따라, 저큰마지막
날에있을 ㄹ율법의형벌에의한것을
제외하고는, 스스로 행하며 행함을
받지아니하게되었느니라.

27 그러한즉 육체로 말할진대 사
람은 ㄱ자유로우며, 사람에게 마땅한
것은 모두 그들에게 주어졌느니라.
또 그들은 자유로이 만인의 크신 중
보자를 통하여 자유와 ㄴ영생을 ㄷ택

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악마의 사
로잡음과 능력에 따라 사로잡힘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나니, 이는 그가
만인을 자기처럼 비참하게 되게 하
려함이라.

28 이에이제나의아들들아, 나는
너희가 크신 ㄱ중보자를 바라보고 그
의 큰 계명들을 순종하고 그의 말씀
에 충실하여, 그의 성령의 뜻을 좇아
영생을택하고,

29 또 육체의 뜻과 그 안에 있는
악을 좇아 영원한 죽음을 택하지 않
기 바라노니, 그러한 것은 악마의
영에게 너희를 ㄱ사로잡아 ㄴ지옥으
로 끌어내릴 능력을 주어, 그로 자
기의 왕국에서 너희를 다스리게 하
느니라.

30 나의아들들아, 나는나의시험
의 날의 마지막 때에 너희 모두에게
이몇마디말을하였노니, 나는선지
자의 말을 좇아 좋은 편을 택하였으
며, 나는너희영혼의영원한복리이
외에는 아무 다른 목적도 갖고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 3 장

애굽의요셉이시현으로니파이인들
을 보았음－그는 후일의 선견자 조
셉 스미스에 대하여, 이스라엘을 건
져 낼 모세에 대하여, 그리고 몰몬경

23ㄱ 모세 5:11.
24ㄱ 안내하나님, 신회.
25ㄱ 안내아담.

ㄴ 모세 6:48. 안내아담과
이브의 타락.

ㄷ 안내필멸의, 필멸.

ㄹ 모세 5:10. 안내기쁨;
사람, 사람들.

26ㄱ 안내메시야.
ㄴ 안내구속의 계획.
ㄷ 앨 42:27; 힐 14:30.
ㄹ 안내율법.

27ㄱ 갈 5:1; 모세 6:56.
ㄴ 안내영생.
ㄷ 안내선택의지.

28ㄱ 안내중보자.
29ㄱ 롬 6:16~18; 앨 12:11.

ㄴ 안내지옥.



의 출현에 대하여 예언했음. 주전
588~570년경.

그리고 이제 나의 ㄱ막내아들 요셉
아, 내가 네게 말하노라. 너는 내 고
난의 광야에서 태어났었나니, 참으
로나의가장큰슬픔의날에너의모
친이너를낳았느니라.

2 또 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계명을 지킬진대, 주께서 가장
귀한 ㄱ땅인 이 땅을 너를 위하여 또
한성별하사, 네형들과함께네기업
과 네 자손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영
원토록 너를 안전하게 하시기를 바
라노라.

3 또 이제 내가 내 고난의 광야에
서 인도해 나온 나의 막내아들 요셉
아, 주께서 너를 영원토록 축복하시
기를 바라노니, 이는 네 자손이 온전
히ㄱ멸망당하지아니할것임이니라.

4 이는 보라, 너는 내 허리의 열매
요, 나는애굽으로 ㄱ사로잡혀끌려갔
던 ㄴ요셉의후손이니, 요셉에게맺으
신주의성약이참으로컸도다.

5 그리하여요셉은진실로우리의
날을 ㄱ보았으며그는주께한약속을
얻었나니, 곧 그 허리의 열매로부터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을 위
해 한 ㄴ의로운 ㄷ가지를 일으키시리

라는 것이라. ㄹ메시야가 아니요, 꺾
어져 나올 가지이나, 그럼에도 불구
하고 주의 성약 안에서 기억되리니,
곧 메시야가 후일에 권능의 영으로
그들에게 나타내신 바 되어 그들을
ㅁ어둠에서 빛으로－참으로 숨겨진
어둠에서와 사로잡힘에서 자유로움
으로인도해내겠다하신것이라.

6 이는 요셉이 진실로 증거하여
이르되, 한 ㄱ선견자를 주 나의 하나
님께서일으키시리니, 그가내 ㄴ허리
의 열매들에게 뛰어난 선견자가 되
리라하였음이라.

7 진실로 요셉이 말하기를, 이같
이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뛰어난
ㄱ선견자하나를내가네허리의열매
로부터 일으키리니, 그가 네 허리의
열매 가운데서 높이 여김을 받으리
라. 또그에게내가명령을주어네허
리의 열매, 그의 형제들을 위하여 한
가지 일을 하게 할 것인즉 이는 그들
에게 큰 가치가 있으리니, 참으로 그
들에게 내가 너의 조상들과 맺은 성
약에대하여알게하기에이르리라.

8 또 나는 그에게 명령을 주어 내
가 그에게 명하는 일 이외에 다른 일
은 ㄱ아무것도 하지 않게 할 것이요,
또내가그를내눈에크게하리니이
는그가나의일을할것임이니라.

74니파이후서 3:1~8

3 1ㄱ 니전 18:7.
2ㄱ 니전 2:20. 

안내약속의 땅.
3ㄱ 니후 9:53.
4ㄱ 창 37:29~36.
ㄴ 창 39:1~2; 45:4;

49:22~26; 
니전 5:14~16.

5ㄱ 조성,창 50:24~38; 

니후 4:1~2.
ㄴ 야곱 2:25.
ㄷ 창 49:22~26; 

니전 15:12; 19:24. 
안내포도원, 주의.

ㄹ 니후 6:14; 
교성 3:16~20.

ㅁ 사 42:16.
6ㄱ 3니 21:8~11; 

몰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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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교성 132:30.
7ㄱ 안내스미스, 조셉, 이세.
8ㄱ 교성 24: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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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또그가 ㄱ모세와같이크게되리
니, 이스라엘의집이여, 이모세는내
가내백성을 ㄴ건지기위하여너희에
게일으키겠다말한자니라.

10 또모세를내가일으켜너의백
성을애굽땅에서건져내리라.

11 그러나한선견자를내가네허
리의 열매 중에서 일으켜, 그에게 내
가 ㄱ권능을주어네허리의자손들에
게나의말을가져다주게하며, 나의
말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그들 가
운데 이미 나아갔을 나의 말을 그들
에게 확신시켜 주리라, 주께서 말씀
하시느니라.

12 그런즉 네 허리의 열매가 ㄱ기
록할것이요, ㄴ유다의허리의열매가
ㄷ기록할 것이라. 네 허리의 열매에
의해 기록될 것과 또한 유다의 허리
의 열매에 의해 기록될 것이 함께 자
라거짓교리들을 ㄹ무너뜨리며, 다툼
을 가라앉히며, 네 허리의 열매 가운
데 평화를 이루며, 후일에 그들로
ㅁ하여금 그들 조상에 대하여 ㅂ알게
하고, 또한 나의 성약에 대하여 알게
하리라, 주께서말씀하시느니라.

13 또 연약함으로부터 그가 강하
게 되리니 이스라엘의 집이여, 곧 나
의 일이 나의 모든 백성 가운데 시작
될 날에 너를 회복하기에 이르리라,
주께서말씀하시느니라.

14 또 이같이 요셉이 예언하여 이

르되, 보라, 그선견자를주께서축복
하시리니 그를 멸망시키려 하는 자
들이 좌절될 것이라. 이는 내 허리의
열매에 대하여 내가 주께 얻은 이 약
속이이루어질것이라. 보라, 나는이
약속이이루어질것을확신하노라.

15 또 그의 ㄱ이름은 나를 따라 일
컬어질것이요, 그의부친의 ㄴ이름을
따를것이며, 또그는나와같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의 손으로 주의 권능
으로 말미암아 드러내실 일이 나의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임이니
라하였느니라.

16 참으로 이같이 요셉이 예언하
되, 내가 모세의 약속을 확신하는 것
같이 나는 이 일에 관하여 확신하노
니, 이는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네 씨를 영원토록 ㄱ보전하리라
하셨음이라.

17 또주께서이르시되, 내가모세
라 하는 자를 일으키고 권능을 막대
기에 실어 그에게 줄 것이며, 기록할
수 있는 판단력을 그에게 주리라. 그
러할지라도 내가 그의 혀를 풀어 말
을 많이 하게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를 말에 능한 자가 되게 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친
히내손가락으로나의율법을 ㄱ적어
그에게 줄 것이며, 그를 위하여 ㄴ대
변자를만들어주리라하셨더라.

18 주께서 또 나에게 이르시기를,

9ㄱ 모세 1:41.
ㄴ 출 3:7~10; 니전 17:24.

11ㄱ 교성 5:3~4.
12ㄱ 안내몰몬경.

ㄴ 니전 13:23~29.
ㄷ 안내성경.

ㄹ 겔 37:15~20; 
니전 13:38~41; 
니후 29:8; 33:10~11.

ㅁ 모로 1:4.
ㅂ 니전 15:14; 니후 30:5;

몰 7:1, 5, 9~10.

15ㄱ 교성 18:8.
ㄴ 조역 1:3.

16ㄱ 창 45:1~8.
17ㄱ 신 10:2, 4; 

모세 2:1.
ㄴ 출 4:16.



내가 네 허리의 열매를 위하여 일으
킬것이며, 내가그를위하여한대변
자를 만들어 주리라. 또 내가, 보라,
내가 그로 하여금 네 허리의 열매를
위하여 네 허리의 열매가 기록한 것
을 기록하게 하고, 네 허리의 대변자
로그것을선포하게하리라.

19 또그가기록할말은나의지혜
안에서 네 허리의 ㄱ열매에게 나아가
기에 합당한 말일 것이며, 이는 마치
네 허리의 열매가 ㄴ티끌에서 그들에
게외친것과같으리니, 이는내가그
들의신앙을앎이니라.

20 또 그들이 티끌에서 참으로 회
개를 그들의 형제들에게 ㄱ외치리니,
곧 그들에게 있어 여러 세대가 지난
후일 것이며, 또 이같이 되리니 그들
의 외침은 그들의 말의 단순함을 좇
아나아갈것이라.

21 그들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들의 ㄱ말은 내 입에서 나아와, 네 허
리의열매인그들의형제들에게이를
것이요, 그들의 말의 연약함을 내가
그들의 신앙 안에서 강하게 하여, 내
가 네 조상들과 맺은 나의 성약을 기
억하게하리라하셨다하였느니라.

22 이제 보라, 나의 아들 요셉아,
참으로 이와 같이 나의 옛 조상이
ㄱ예언하였느니라.

23 그런즉 이 성약으로 말미암아
네가복이있도다, 이는네씨가멸망
당하지 아니할 것임이니, 이는 그들
이 그 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임

이니라.
24 또그들가운데능력있는자가

하나 일어나, 말과 행사로 많은 선을
행하리니, 심히 큰 신앙으로 하나님
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놀라운 기사
를이루며, 하나님보시기에큰저일
을 행하여 이스라엘의 집과 네 형제
의 자손들에게 많은 회복을 가져오
리라.

25 또 이제 요셉아, 네가 복이 있
도다. 보라, 너는어리니그런즉너의
형 니파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
리하면 내가 한 말대로 네게 이루어
지리라, 죽어가는네아비의말을기
억하라. 아멘.

제 4 장

리하이가 그의 후손들을 권고하고
축복함－그가 죽어 묻힘－니파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영광스러이 여
김－니파이가 영원히 주를 신뢰함.
주전588~570년경.

그리고이제 나 니파이는 나의 부친
이말씀하신바, 애굽에끌려갔던ㄱ요
셉에대한예언에관하여말하노라.

2 이는 보라, 그가 진실로 그의 모
든 자손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또 그가 기록한 ㄱ예언으로 말하자면
더큰예언이많지아니하도다. 또그
는 우리와 우리의 장래 세대에 관하
여 예언하였나니, 그러한 것은 놋쇠

76니파이후서 3:19~4:2

19ㄱ 교성 28:8.
ㄴ 사 29:4; 니후 27:13;

33:13; 몰 9:30; 

모로 10:27.
20ㄱ 니후 26:16; 몰 8:23.
21ㄱ 니후 29:2.

22ㄱ 니후 3:5.
4 1ㄱ 창 39:1~2.
2ㄱ 니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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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에기록되어있느니라.
3 그리하여 나의 부친은 요셉의

예언에 관하여 말씀하기를 마치신
후, 레이맨의 자녀들 곧 그의 아들들
과 그의 딸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
시되, 보라, 나의 ㄱ맏아들의 아들과
딸인 나의 아들과 나의 딸들아, 너희
가내말에귀기울이기를바라노라.

4 이는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ㄱ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진대 너희
는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요,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진대 너희
는 나의 면전에서 끊어지리라 하셨
음이니라.

5 그러나 보라, 나의 아들들과 나
의 딸들아, 내가 너희 위에 ㄱ축복을
남기지 않고서는 나의 무덤에 내려
갈 수 없나니, 이는 보라, 너희가 마
땅히행할 ㄴ길에서양육을받으면너
희가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할 줄을
내가앎이라.

6 그런즉 만일 너희가 저주를 받
는다면, 보라, 내가 너희 위에 나의
축복을 남기노니, 그 저주가 너희에
게서거두어져너희부모의 ㄱ머리위
에응답되리라.

7 그런즉 나의 축복으로 인하여
주하나님께서는너희가멸망되도록
ㄱ버려두시지 아니하시리니, 그런즉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너희의 자손
들에게ㄴ자비를베푸시리라.

8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부친

이레이맨의아들과딸들에게말씀하
기를 마치신 후, 레뮤엘의 아들들과
딸들을그에게데려오게하시더라.

9 그리고 그들에게 일러 이르되,
보라, 나의 둘째 아들의 아들과 딸인
나의아들과나의딸들아, 보라, 내가
너희에게레이맨의아들과딸들에게
남겨 준 것과 똑같은 축복을 남기노
라. 그런즉 네가 완전히 멸망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마지막에 네 자손이
복을받으리라.

10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부친
이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마치시고
나서, 보라, 그는 ㄱ이스마엘의 아들
들에게 또한 참으로 그의 모든 권속
에게말씀하셨느니라.

11 또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마치
신후, 그는샘에게일러이르되, 너와
네자손이복이있도다. 이는네가네
아우 니파이처럼 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것임이라. 또네자손은그의자
손과 함께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너
는 참으로 너의 아우와 같을 것이며,
네 자손은 그의 자손과 같을 것이요,
너는네모든날동안복을받으리라.

1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부친 리하이가 자기 마음의 느낌과
그의안에있는주의영을따라, 그의
모든 권속에게 말씀하신 후 부친은
노쇠해졌더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
나니부친이죽어장사되니라.

13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부친

3ㄱ 안내장자.
4ㄱ 니후 1:9.
5ㄱ 안내축복사의 축복.
ㄴ 잠 22:6.

6ㄱ 교성 68:25~29.
7ㄱ 니후 30:3~6; 

교성 3:17~18.
ㄴ 니전 13:31; 

니후 10:18~19; 
야곱 3:5~9; 
힐 15:12~13.

10ㄱ 니전 7:6.



의죽음이후여러날되지아니하여,
레이맨과레뮤엘과이스마엘의아들
들이 주의 훈계로 인하여 내게 성을
내었더라.

14 이는 나 니파이가 그의 말씀대
로 그들에게 말하도록 강권하심을
받았음이라.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많
은 것을 말하였음이요, 나의 부친도
그가 죽기 이전에 역시 그리하셨음
이니, 그말한것가운데많은것들은
나의 ㄱ다른판에기록되어있느니라.
이는 보다 역사에 관한 부분은 나의
다른판에기록되어있음이니라.

15 그리고 ㄱ이 판에는 나의 영혼
에 속한 것과 놋쇠판에 새겨져 있는
경전을 많이 기록하노니, 이는 나의
영혼이 경전을 기뻐하며, 나의 마음
이 이를 깊이 ㄴ생각하며, 나의 자녀
들의 ㄷ배움과유익을위하여이를기
록함이라.

16 보라, 나의 ㄱ영혼은 주의 것을
기뻐하며, 나의 ㄴ마음은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끊임없이 깊이 생각하는
도다.

17 그러나 주께서 크게 ㄱ선을 베
푸사, 나에게 그의 크고 기이한 일들
을 보여 주셨음에도 나의 마음은 부
르짖기를, 오 나는 ㄴ곤고한 자로다!
참으로 나의 마음은 나의 육신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나의 영혼은 나의
죄악으로인하여비통해하는도다.

18 나는 나를 그처럼 쉽게 ㄱ괴롭
히는 유혹과 죄로 인하여 에워싸였
도다.

19 또 내가 기뻐하기를 원할 때에
나의 마음은 나의 죄로 인하여 신음
하는도다. 그러할지라도 나는 내가
누구를의뢰하여왔는지아노라.

20 나의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셨나니, 그는 나를 인도하사 광야
에서 나의 고난을 지나게 하셨으며,
큰 깊음의 물 위에서 나를 보전하셨
도다.

21 그는 그의 ㄱ사랑으로 나를 채
우사 참으로 나의 육체가 소멸되기
에이르게하셨도다.

22 그는 나의 ㄱ원수들을 파하사,
그들로 내 앞에서 크게 떨게 하셨
도다.

23 보라, 그는낮으로나의부르짖
음을들으시고, 밤에는 ㄱ시현으로내
게지식을주셨도다.

24 또낮으로내가그의앞에힘있
는 ㄱ기도로써담대해지되, 참으로나
의 목소리를 높이 올려 보내었더니
천사들이 내려와서 나에게 성역을
베풀었도다.

25 또 그의 영의 날개 위에 내 몸
이 ㄱ실려 가서 심히 높은 산 위에 이
르렀고, 내 눈이 큰 일들을 목격하였
나니, 참으로 사람에게는 너무 큰 일
이라. 그런고로 내가 그것을 기록하

78니파이후서 4:14~25

14ㄱ 니전 1:16~17; 9:4.
15ㄱ 니전 6:4~6.

ㄴ 안내깊이 생각하다;
경전.

ㄷ 니전 19:23.
16ㄱ 안내감사한, 감사,

감사드림.
ㄴ 안내마음.

17ㄱ 니후 9:10; 교성 86:11.
ㄴ 롬 7:24.

18ㄱ 롬 7:21~23; 히 12:1; 
앨 7:15.

21ㄱ 안내사랑.
22ㄱ 니전 17:52.
23ㄱ 안내시현.
24ㄱ 약 5:16; 니전 2:16.
25ㄱ 니전 11:1; 모세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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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말도록명하심을받았도다.
26 오그러면내가그토록큰일을

보았을진대,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
에게 낮추어 내려오사 그토록 많은
자비로 사람들을 찾아 주셨을진대,
ㄱ어찌하여 나의 고난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울며, 내 영혼이 슬픔의 골짜
기에서 머뭇거리며, 내 육신이 소진
되며, 내힘이풀려야하느냐?

27 또 어찌하여 내가 나의 육신으
로 인하여 죄에 ㄱ굴복해야 하느냐?
참으로 어찌하여 내가 ㄴ유혹에 져서
저 악한 자가 내 마음에 자리잡고 내
ㄷ평화를 깨뜨리며 내 영혼을 괴롭히
게 하여야 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원수로인하여노하느냐?

28 깨어나라, 나의 영혼이여! 더
이상 죄 중에 처지지 말지어다. 기뻐
하라, 나의마음이여, 그리고내영혼
의 ㄱ원수에게더이상자리를내주지
말지어다.

29 내 원수로 인하여 다시는 노하
지 말지어다. 나의 고난으로 인하여
내힘을풀리게말지어다.

30 기뻐하라, 나의마음이여, 그리
고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영원히 찬양하리이다. 참으로
내 영혼은 나의 하나님이요 내 구원
의 ㄱ반석이신 주 안에서 기뻐하리이
다할지어다.

31 주여, 주께서내영혼을구속해

주시겠나이까? 나를 내 원수들의 손
에서 건져 주시겠나이까? 나로 하여
금 ㄱ죄가 나타날 때 떨게 하여 주시
겠나이까?

32 내 ㄱ마음이 상하였고 나의 심
령이 통회하오니, 지옥의 문이 내 앞
에서 내내 닫혀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주의의의문을내앞에서닫지
마시어, 나로 낮은 골짜기 길로 ㄴ행
하게 하시옵고 나로 평탄한 길에 바
로있게하시옵소서!

33 주여, 나를 주의 의의 옷 안에
감싸주시겠나이까! 주여, 내 원수들
앞에서 나의 피할 길을 내 주시겠나
이까! 나의길을내앞에서곧게하여
주시겠나이까! 나의 길에 거치는 돌
을 두지 마시옵고, 도리어 나의 길을
내 앞에서 치워 주시오며, 나의 길을
막지 마시옵고 나의 원수의 길을 막
아주시옵소서.

34 주여, 내가 주를 의뢰하였사오
니내가또영원히주를 ㄱ의뢰하리이
다. 내가 육신의 팔에 나의 ㄴ신뢰를
두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육신의 팔
에자기의 ㄷ신뢰를두는자가저주를
받는 줄 내가 앎이니이다. 참으로 사
람에게자기의신뢰를두는자, 곧육
신으로 자기의 팔을 삼는 자는 저주
를받았나이다.

35 참으로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
은 구하는 자에게 ㄱ아낌없이 주시리

26ㄱ 시 43:5.
27ㄱ 롬 6:13.

ㄴ 안내유혹하다, 유혹.
ㄷ 안내평화.

28ㄱ 안내악마.
30ㄱ 고전 3:11. 안내반석.

31ㄱ 롬 12:9; 
앨 13:12.

32ㄱ 안내상한 마음.
ㄴ 안내걷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34ㄱ 안내신뢰.

ㄴ 시 44:6~8.
ㄷ 렘 17:5; 

몰 3:9; 4:8.
35ㄱ 약 1:5.



이다. 참으로 내가 잘못 ㄴ구하지 ㄷ아
니할진대, 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시
리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의 음성
을 높이리이다. 참으로 내가 주께 곧
나의하나님내의의 ㄹ반석에게부르
짖으리이다. 보소서, 나의 음성이 나
의 반석이시요 나의 영원하신 하나
님이신 주께 영원토록 올라가리이
다. 아멘.

제 5 장

니파이인들이 레이맨인들에게서 떨
어져 나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성
전을 지음－믿지 않음으로 인해 레
이맨인들은 주의 면전에서 끊어져
저주받고 니파이인들에게 채찍이
됨. 주전588~559년경.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는
나의 형제들의 ㄱ노여움으로 인하
여, 주 나의 하나님께 많이 부르짖
었더라.

2 그러나 보라, 나에 대한 그들의
노여움은 더욱 커져, 이윽고 그들은
나의목숨을빼앗으려하였느니라.

3 참으로 그들은 나에게 불평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아우가 우리를 ㄱ다
스리려고 생각하는도다. 또 그로 인
하여 우리가 많은 시련을 겪었으니,
그런즉 이제 그를 죽여 더 이상 그의

말로인하여고난을당하지않도록하
자. 이는보라, 우리는그로우리를다
스리는자가되게하지아니할것임이
니, 이 백성을 다스리는 일은 형들인
우리에게속해있음이니라하더라.

4 이제 나는 그들이 나에게 불평
한 말들을 모두 이 판에 기록하지 아
니하노니, 나로서는 그들이 나의 목
숨을 빼앗으려 하였음을 말하는 것
으로족하도다.

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나에게 ㄱ경고하사, 나 ㄴ니파이가 그
들에게서 떠나 광야로 도망하고, 나
와 함께 가려 하는 자들도 모두 그리
하라하셨느니라.

6 그리하여이렇게되었나니나니
파이는나의가족과또한 ㄱ조램과그
의 가족과 나의 형 샘과 그의 가족과
나의 동생 야곱과 요셉과 또한 나의
누이들과 나와 함께 가려 하는 자 모
두를 취하였느니라. 또 나와 함께 가
려한자들은모두하나님의 ㄴ경고와
계시를믿는자들이었나니, 그런고로
그들은나의말에귀를기울였더라.

7 이에우리는우리의장막과우리
에게 가능한 것은 무엇이나 다 취하
고 여러 날 동안 광야를 여행하였나
니, 우리가여러날동안여행하고난
후우리는우리의장막을쳤느니라.

8 그리고 나의 백성이 그 곳 이름
을 ㄱ니파이라 부르기 원하였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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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ㄴ 안내기도.
ㄷ 힐 10:5.
ㄹ 신 32:4.

5 1ㄱ 니후 4:13~14.
3ㄱ 니전 16:37~38; 

모사 10:14~15.

5ㄱ 안내영감, 영감을 주다.
ㄴ 모사 10:13.

6ㄱ 니전 4:35; 16:7; 
니후 1:30~32.

ㄴ 안내경고하다, 경고.
8ㄱ 옴 1:12, 27; 

모사 9:1~4;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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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우리가 그 곳을 니파이라 불렀
느니라.

9 또 나와 함께 한 자들 모두가 그
들 스스로를 ㄱ니파이 백성이라 칭하
기로하였더라.

10 그리고 우리는 주의하여 모든
일에모세의 ㄱ율법을좇아, 하나님의
법도와규례와계명을지켰더라.

11 그리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
시매, 우리가 심히 번성하였나니 이
는 우리가 씨를 뿌리고 풍성하게 다
시 거두었음이라. 또 우리는 양 떼와
소 떼와 온갖 종류의 동물들을 기르
기시작하였느니라.

12 또한 나 니파이는 ㄱ놋쇠판에
새겨져 있는 기록과 또한 기록된 대
로 나의 부친을 위하여 주의 손으로
예비되었던 ㄴ공, 곧 ㄷ나침반도 가져
왔느니라.

13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그
땅에서 심히 번성하며 불어나기 시
작하였느니라.

14 또 나 니파이는 라반의 ㄱ검을
취하여 그 방식을 따라 검을 많이 만
들었나니, 혹이제 ㄴ레이맨인이라일
컫는 백성들이 우리에게 닥쳐 우리
를 멸할까 염려하였음이라. 이는 나
와 나의 자녀들과 나의 백성으로 일
컬어지는 자들을 향한 그들의 증오
를내가알고있었음이라.

15 또 나는 나의 백성들을 가르쳐
건물을 짓게 하였고, 대단히 풍부하
게 있던 나무와 ㄱ철과 구리와 놋과
강철과 금과 은과 귀한 광물들을 온
갖방식으로다루게하였느니라.

16 또 나 니파이는 ㄱ성전을 지었
나니, 내가 이를 솔로몬 ㄴ성전의 방
식을 따라 건축하였으되 다만 그것
이그처럼많은 ㄷ귀한것들로지어지
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러한 것들
을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었음이라.
그리하여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지어질 수는 없었으나, 그 건축
방식은 솔로몬의 성전과 같았으며
그솜씨가심히정교하였느니라.

17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
는 나의 백성들로 하여금 ㄱ근면하게
하였고, 자기 손으로 일하게 하였느
니라.

18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은 내
가 그들의 ㄱ왕이 되기를 원하였더라.
그러나나니파이는그들이왕을두지
않기를바랐느니라. 그럼에도불구하
고나는나의능력안에있는바를따
라그들을위하여행하였느니라.

19 또보라, 주께서나의형제들에
관하여하신말씀, 곧내가그들의통
치자와 교사가 될 것이라 하신 주의
말씀이 이루어졌었나니, 그리하여
그들이 나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였

9ㄱ 야곱 1:13~14.
10ㄱ 니후 11:4. 

안내모세의 율법.
12ㄱ 모사 1:3~4. 안내판.

ㄴ 모사 1:16.
ㄷ 니전 16:10, 16, 26;

18:12, 21; 

앨 37:38~47; 
교성 17:1.

14 ㄱ 니전 4:9; 
야곱 1:10; 
몰말 1:13.

ㄴ 안내레이맨인.
15ㄱ 이더 10:23.

16ㄱ 안내성전, 주의 집.
ㄴ 왕상 6; 대하 3.
ㄷ 교성 124:26~27.

17ㄱ 창 3:19; 
교성 42:42.

18ㄱ 야곱 1:9, 11.



을때까지, 주의명령에따라내가그
들의 ㄱ통치자와 ㄴ교사가 되었던 것
이더라.

20 그리하여 주께서 내게 말씀하
신 바 곧 주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이르시기를, 그들이 네 말에 ㄱ귀 기
울이지아니할진대그들은주의면전
에서 끊어지리라 하신 것이라. 그런
즉 보라, 그들은 그의 면전에서 ㄴ끊
어졌느니라.

21 또 그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
여 ㄱ저주로 그들에게 임하게 하셨나
니, 참으로 혹독한 저주라. 이는 보
라, 그들이 그를 대하여 자기들의 마
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 마음이 마치
부싯돌같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그
들이희고심히곱고 ㄴ기뻐할만하였
던지라,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꾀임
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주 하나님께
서는 검은 빛깔의 ㄷ피부로 그들에게
임하게하셨더라.

22 또 이같이 주 하나님께서 말씀
하시느니라. 나는 그들이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그들로 하여
금네백성에게 ㄱ혐오스러운것이되
게하리라.

23 또 그들의 씨와 ㄱ섞는 자의 씨
도 저주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똑같
은 저주로 저주받을 것임이니라. 이
제 주께서 이를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느니라.

24 또 그들에게 임한 그들의 저주
로 인하여, 그들은 악행과 간교가 가
득한 ㄱ게으른 백성이 되어 광야에서
사냥짐승을찾아다니더라.

25 또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
시되, 그들은 네 자손에게 채찍이 되
어 저들을 일깨워 나를 기억하게 할
것이요, 저들이 나를 기억하지 아니
하고 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할
진대, 저들을 채찍질하여 멸망하게
하기에이르리라하셨느니라.

26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
파이는야곱과요셉을 ㄱ성별하여, 그
들로 내 백성의 땅의 제사와 교사가
되게하였느니라.

27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행
복하게살았더라.

28 또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난 때
로부터는삼십년이지나갔더라.

29 또나니파이는내가만든나의
판에 나의 백성에 대하여 기록을 계
속하여왔었더라.

30 또 이렇게 되었나니 주 하나님
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ㄱ다른 판을
만들라. 그리고 너는 네 백성의 유익
을위하여, 나보기에좋은것들을그
위에많이새길지니라하시더라.

31 그리하여 나 니파이는 주의 계
명에 순종하고자, 가서 ㄱ이 판을 만
들어 그 위에 이러한 것들을 새겼느
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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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ㄱ 니전 2:22.
ㄴ 안내가르치다, 교사.

20ㄱ 니후 2:21.
ㄴ 앨 9:14.

21ㄱ 안내저주하다, 저주.
ㄴ 4니 1:10.

ㄷ 니후 26:33; 
3니 2:14~16.

22ㄱ 니전 12:23.
23ㄱ 안내결혼, 결혼하다－

다른 종교 간의 결혼.
24ㄱ 안내게으른, 게으름.

26ㄱ 야곱 1:18~19; 
모사 23:17.

30ㄱ 니전 19:1~6.
31ㄱ 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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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
는 것을 새겼나니, 만일 나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기쁘게 여긴다면 그
들은 이 판에 내가 새긴 것들을 기쁘
게여기리라.

33 그리고만일나의백성이내백
성의 역사의 더 상세한 부분을 알기
원한다면, 그들은 나의 다른 판을 찾
아보아야만하리라.

34 그리고 나로서는 사십 년이 지
나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족하
니, 우리는 이미 우리의 형제들과 전
쟁과다툼을가졌느니라.

제 6 장

야곱이 유대인의 역사를 자세히 말
함. 바벨론 유수와 귀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성역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 이방인들에게서 받는 도움.
유대인들은 그들이 메시야를 믿는
후일에회복됨. 주전559~545년경.

니파이의동생야곱의말이니, 곧그
가니파이의백성에게말한것이라.

2 보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 야곱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그의 거룩한 반차의 방식을 좇아 성
임되었고, 너희가 ㄱ왕이요 보호자로
바라보며 너희의 안전을 위하여 의
지하고 있는 나의 형 니파이에 의하
여 성별되었나니, 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심히 많은 것을 말하였음
을아느니라.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 영
혼의 복리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이
라. 참으로 너희를 위한 나의 염려가
크니 항상 그러하여 왔음을 너희 스
스로가 또한 아느니라. 이는 내가 부
지런함을 다하여 너희를 권면하였
고, 나의 부친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
르쳤으며, 세상의 창조로부터 기록
된 모든 일에 관하여 너희에게 말하
였음이라.

4 이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임할 일에 관하여 말
하고자 하노니, 그런즉 내가 너희에
게 ㄱ이사야의 말을 읽어 주리라. 또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기를 나
의 형이 원한 말씀이요, 내가 너희에
게 말함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너희
로 배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
럽게하게하려함이니라.

5 또 이제 내가 읽을 말씀은 이사
야가 이스라엘의 온 집에 관하여 말
한 것이라. 그런즉 그것을 너희에게
비유함이 가하니, 이는 너희가 이스
라엘의 집에 속하였음이라. 또 너희
가 이스라엘의 집에 속하였으므로,
이사야가 말한 것으로서 너희에게
비유될수있는것이많으니라.

6 이제이것이그말씀이니라. ㄱ이
같이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
라. 보라, 내가이방인들을향하여나
의 손을 들고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ㄴ기를세우리니, 그들이네아들들을
팔에안고올것이며, 네딸들은그들

6 2ㄱ 야곱 1:9, 11.
4ㄱ 3니 23:1.

6ㄱ 사 49:22~23. ㄴ 안내기.



의어깨에메이어올것이니라.
7 또 왕들은 네 양부가 되고 그들

의왕후들은네양모가될것이라. 그
들이 그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
고네발의티끌을핥으리니, 네가나
를 주인 줄 알리라. 이는 나를 ㄱ기다
리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8 이제 나 야곱은 이 말씀에 관하
여 얼마간 말하고자 하노라. 이는 보
라, 주께서 우리가 떠나온 ㄱ예루살
렘에 있던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ㄴ사로잡혀 갔음을 나에게 보여 주셨
음이라.

9 그럼에도불구하고주께서는그
들이다시 ㄱ돌아올것을나에게보여
주셨으며, 또한 주 하나님 이스라엘
의 거룩하신 자께서 육신으로 자기
를 그들에게 나타내실 것을 나에게
보여 주셨나니, 그가 자기를 나타내
신 후에 나에게 이를 말해 준 천사의
말에 따를진대, 그들은 그를 채찍질
하고그를십자가에ㄴ못박으리라.

10 또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
신 자를 대하여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 목을 뻣뻣하게 한 후에, 보
라, 이스라엘의거룩하신자의 ㄱ심판
이 그들에게 임하리라. 이에 그들이
치심을 입으며 고난을 당할 날이 임

하느니라.
11 그런즉 그들이 이리저리로 쫓

기고난후, 이는이같이천사가말함
이라. 많은 자들이 육체로 고난을 당
할 것이나, 충실한 자들의 기도로 인
하여 멸망은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이 흩어지게 되고 매맞게 되며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
하고 주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
시리니, ㄱ그들이그들의구속주를아
는 ㄴ지식에 이르게 될 때에, 그들은
또다시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함께
ㄷ모이게되리라.

12 또 선지자가 기록한 그들 곧
ㄱ이방인들에게복이있나니, 이는보
라, 그들이 회개하여 시온을 대적하
여 싸우지 아니하며, 저 크고 ㄴ가증
한 교회와 연합하지 아니할진대 구
원받을 것임이라. 이는 주 하나님께
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맺으신 바 자
기의 ㄷ성약을 이루실 것임이니, 이
연고로 선지자가 이러한 일들을 기
록하였느니라.

13 그런즉 시온과 주의 성약의 백
성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은 그들
의발의티끌을핥을것이요, 주의백
성은 ㄱ수치를당하지아니하리니, 이
는주의백성은그를 ㄴ기다리는자들
임이라. 이는 그들이 아직 메시야의

84니파이후서 6:7~13

7ㄱ 모세 1:6; 교성 133:45.
8ㄱ 에 2:6; 니전 7:13; 

니후 25:10; 옴 1:15; 
힐 8:20~21.

ㄴ 왕하 24:10~16;
25:1~12.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흩어짐.

9ㄱ 니전 10:3.

ㄴ 니전 19:10, 13; 
모사 3:9; 
3니 11:14~15. 
안내십자가에 달림.

10ㄱ 마 27:24~25.
11ㄱ 호 3:5.

ㄴ 니전 22:11~12; 
니후 9:2.

ㄷ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집합.
12ㄱ 니전 14:1~2; 

니후 10:9~10.
ㄴ 안내악마－악마의 교회.
ㄷ 안내아브라함의 성약.

13ㄱ 3니 22:4.
ㄴ 사 40:31; 

니전 21:23; 
교성 1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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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심을기다리고있음이니라.
14 또보라, 선지자의말에따르건

대, 메시야가 ㄱ두 번째로 다시 시작
하사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라. 그리
하여그들이그를믿는날이이를때,
그는 권능과 큰 영광으로 그들에게
자기를 ㄴ나타내사 그들의 원수를
ㄷ멸하실 것이라.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그가 하나도 멸하지 아니하시
리라.

15 그러나 그를 믿지 아니하는 그
들은 ㄱ불로, 또 폭풍우로, 또 지진으
로, 또유혈로, 또 ㄴ역병으로, 또기근
으로, ㄷ멸망당하리니그들이주는하
나님이시요이스라엘의거룩하신자
인줄알것이라.

16 ㄱ강한 자에게서 어찌 그 노략
물을 빼앗으며 ㄴ적법하게 사로잡힌
자를어찌건져낼수있으리요?

17 그러나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
시되, 강한 자의 ㄱ포로도 빼앗을 것
이요, 무서운 자의 노략물도 건져 내
리라하시나니, 이는 ㄴ능하신하나님
께서 자기의 성약의 백성을 ㄷ건지실
것임이라. 이는 이같이 주께서 말씀
하시되, 내가 너와 다투는 자들과 다
툴것이요－

18 또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들에
게 자기의 살을 먹일 것인즉, 그들은
단 포도주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주는
네 구주요, 네 ㄱ구속주, 곧 야곱의
ㄴ능한자인줄알리라하심이니라.

제 7 장

이사야가 메시야처럼 말함－메시야
는 학자의 혀를 갖게 될 것임－그는
치는 자들에게 그의 등을 내 주실 것
임－그는부끄러움을당하지아니하
실 것임－이사야 50장과 비교하라.
주전559~545년경.

참으로그러하니 이는 이같이 주께
서 말씀하심이라. 내가 너를 영원히
버렸느냐, 혹 내가 너를 영원히 쫓아
버렸느냐? 이는 이같이 주께서 말씀
하심이라. 너희 어미의 이혼서가 어
디 있느냐? 누구에게 내가 너를 버렸
느냐? 혹나의채권자중어느누구에
게 내가 너희를 팔았느냐? 참으로 누
구에게 내가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너희는 스
스로 ㄱ팔렸고, 너희의범법으로인하
여너희어미는버리웠느니라.

2 그리하여 내가 왔을 때 사람이
없었고내가 ㄱ불렀을때참으로대답
할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이스라엘
의 집이여, 내 손이 도무지 짧아져서
구속하지 못하게 되었느냐, 혹 내게

14ㄱ 사 11:11; 
니후 25:17; 29:1.

ㄴ 니후 3:5.
ㄷ 니전 22:13~14.

15ㄱ 야곱 6:3.
ㄴ 교성 97:22~26.
ㄷ 니후 10:16; 28:15; 

3니 16:8. 
안내마지막 날, 후일.

16ㄱ 사 49:24~26.
ㄴ 설명 17절에 언급된

것같이 성약을 맺은
주의 백성.

17ㄱ 니전 21:25.

ㄴ 안내여호와.
ㄷ 왕하 17:39.

18ㄱ 안내구속주.
ㄴ 창 49:24; 사 60:16.

7 1ㄱ 안내배도.
2ㄱ 잠 1:24~25; 사 65:12;

앨 5:37.



건질 능력이 없느냐? 보라, 내가 내
꾸짖음으로 ㄴ바다를마르게하며, 내
가 그 ㄷ강들로 광야가 되게 하고 물
들이 말랐으므로 ㄹ물고기가 갈증으
로 인하여 죽어, 악취를 발하게 하느
니라.

3 내가 ㄱ흑암으로 하늘들을 입히
며 ㄴ굵은베로그덮개를삼느니라.

4 이스라엘의 집이여, 주 하나님
께서나에게학자의 ㄱ혀를주사나로
하여금 때를 따라 네게 어떻게 말할
것을 알게 하셨나니, 너희가 피곤할
때에 그가 아침마다 깨우시되, 그가
나의 귀를 깨워 학자처럼 듣게 하시
도다.

5 주 하나님께서 나의 ㄱ귀를 여시
매,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였고 뒤돌
아서지도아니하였느니라.

6 내가 ㄱ때리는자에게나의등을,
또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주었으며, 내가 모욕과 침 뱉음에서
나의얼굴을가리지아니하였도다.

7 이는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
실 것이므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
지 아니할 것임이로다. 그러므로 내
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였나니,
나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을아노라.

8 또 주께서 가까이 계시고 그가
나를 의롭다 하시니, 누가 나와 다투
겠느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누가

나의 대적이냐? 그는 내게 가까이 올
지니, 내가내입의기운으로그를치
리로다.

9 이는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
실 것임이라. 또 나를 ㄱ정죄할 자들
은 모두, 보라, 그들은 모두 옷같이
해어질 것이요, 좀이 그들을 먹어 없
애리라.

10 너희 중에 주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ㄱ음성에순종하며, 어둠가운데
행하며빛이없는자가누구냐?

11 보라 불을 켜고 불꽃으로 스스
로를두르는너희모두여, ㄱ너희의불
빛과 너희가 켠 불꽃 가운데서 행하
라. 너희가내손에서받을것이이것
이라－너희가슬픔중에누우리라.

제 8 장

마지막 날에는 주께서 시온을 위로
하시고이스라엘을모으실것임－구
속된 자들이 큰 기쁨 중에 시온으로
올 것임－이사야 51장 및 52장 1~2
절과비교하라. 주전559~545년경.

의를좇는 너희여, 내게 귀를 기울이
라. 너희를 떠낸 ㄱ반석과 너희를 파
낸구덩이의구멍을생각해보라.

2 너희 ㄱ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그 ㄴ사라를 생각해 보라. 이는
내가 홀로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86니파이후서 7:3~8:2

2ㄴ 출 14:21; 
시 106:9; 
교성 133:68~69.

ㄷ 수 3:15~16.
ㄹ 출 7:21.

3ㄱ 출 10:21.

ㄴ 계 6:12.
4ㄱ 눅 2:46~47.
5ㄱ 교성 58:1.
6ㄱ 마 27:26; 

니후 9:5.
9ㄱ 롬 8:31.

10ㄱ 교성 1:38.
11ㄱ 삿 17:6.
8 1ㄱ 안내반석.
2ㄱ 창 17:1~8; 

교성 132:49.
ㄴ 창 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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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을주었음이니라.
3 주가 ㄱ시온을위로할것인즉, 그

가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할 것이
며, 그의 ㄴ광야로 에덴 같게 또 그의
사막으로 주의 정원 같게 하리니, 기
쁨과즐거움이그안에있고감사함과
노래하는소리가그안에있으리라.

4 내 백성이여, 내게 귀 기울여 들
으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
라. 이는 한 ㄱ율법이 내게서부터 나
아갈 것이요, 내가 내 공의로 하여금
머물러 백성을 위한 ㄴ빛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5 내 의가 가깝고, 내 ㄱ구원이 나
아갔은즉, 내 팔이 백성들을 심판하
리니 ㄴ섬들이 나를 기다릴 것이요,
내팔에그들이의지하리라.

6 너희 눈을 하늘로 들며, 그 아래
땅을바라보라. 이는 ㄱ하늘이연기같
이 ㄴ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ㄷ해어지
며, 그안에거하는자들이그와같이
죽을 것임이어니와, 그러나 나의 구
원은 영원히 있겠고, 나의 의는 폐하
여지지아니하리라.

7 내게 귀 기울여 들으라, 의를 아
는너희여, 그마음에내가내율법을
기록한 백성이여, 너희는 사람들의
질책을 ㄱ두려워 말며 그들의 비방을
무서워말라.

8 이는 좀이 그들을 옷같이 먹어
치울 것이요, 벌레가 그들을 양털같
이 먹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의 의는
영원히 있을 것이요, 나의 구원은 대
대로있으리라.

9 깨소서, 깨소서! 주의 팔이여,
ㄱ힘을입으소서, 옛날에깨신것처럼
하소서. 주는 라합을 베시고 용을 상
하게하신그이가아니시니이까?

10 주는 바다를 큰 깊음의 물들을
말리시고, 바다의 깊은 곳을 ㄱ길로
만드사, 속함을 받은 자들로 건너게
하신그이가아니시니이까?

11 그러므로주께 ㄱ구속함을입은
자들이 돌아와서 ㄴ노래하며 시온으
로 올 것이요, 영원한 기쁨과 거룩함
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으리니, 그들
이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것이요,
ㄷ슬픔과탄식이달아나리라.

12 ㄱ나는 그니, 참으로 나는 너희
를위로하는그라. 보라, 너는누구이
기에죽을사람을ㄴ두려워하며ㄷ풀같
이될사람의아들을두려워하느냐?

13 또 하늘들을 펴고 땅의 기초를
놓은자, 곧너를지은자, 주를 ㄱ잊으
며 억압자의 분노로 인하여, 마치 그
가 멸할 준비를 다 갖추기나 한 것처
럼 매일 쉬지 않고 두려워하였느냐?
억압자의분노가어디있느냐?

3ㄱ 안내시온.
ㄴ 사 35:1~2, 6~7.

4ㄱ 또는 가르침, 교리. 
사 2:3. 안내복음.

ㄴ 안내빛, 그리스도의 빛.
5ㄱ 안내구원.
ㄴ 니후 10:20.

6ㄱ 벧후 3:10.
ㄴ 히브흩어지다. 

시 102:25~27.
ㄷ 히브썩다.

7ㄱ 시 56:4, 11; 
교성 122:9.

9ㄱ 교성 113:7~8.
10ㄱ 사 35:8.
11ㄱ 안내구속하다,

구속받은, 구속.
ㄴ 사 35:10.

ㄷ 계 21:4.
12ㄱ 교성 133:47; 136:22.

ㄴ 렘 1:8.
ㄷ 사 40:6~8; 

벧전 1:24.
13ㄱ 렘 23:27.



14 사로잡힌 유배자가 서두르나
니이는그가놓이려함이라. 그가구
덩이에서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양식이부족하지도아니하리라.

15 그러나나는주네하나님이니,
그 ㄱ물결이소리치게한자라만군의
주가나의이름이니라.

16 또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손그늘로너를덮었음은, 내가하
늘들을 세우고 땅의 기초를 놓으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보라, 너는 내
ㄱ백성이라하려하였음이니라.

17 주의 손에서 그의 ㄱ분노의 ㄴ잔
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
지어다, 일어설지어다－네가 비틀어
짠떨림의잔의찌끼를다마셨도다－

18 또 그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그를 인도할 자가 아무도 없으며, 그
가양육한모든아들중에그손을잡
는자도없도다.

19 이 두 ㄱ아들이 네게로 왔으니
이들이 너로 인하여 민망해 하리라.
곧 너의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
이니, 누구로내가너를위로하랴?

20 이둘외에네아들들은기진하
였도다. 그들이 온 거리의 머리에 있
으리니, 그물에 든 들소같이 그들에
게 주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21 그러므로 너 고난을 당하고
ㄱ취하되 포도주로 말미암지 않고도

취한자여, 이제이를들으라.
22 이같이 너의 주께서 이르시며

주 곧 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
ㄱ변호하시느니라. 보라, 내가떨림의
잔을, 나의분노의잔의찌끼를네손
에서 취하였나니, 네가 다시는 더 이
상그것을마시지아니하리라.

23 그러나 ㄱ내가 그것을 너를 괴
롭히는 자들의 손에 두리니, 그들은
네 영혼더러 이르기를, 굽히라, 우리
가넘어가리라하던자들이라－이에
네가 넘어가는 그들에게 네 몸을 뉘
어 땅 같게 그리고 거리 같게 하였느
니라

24 ㄱ시온이여, ㄴ깰지어다, 깰지어
다, 네 ㄷ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
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
한 자와 부정한 자들이 ㄹ더 이상 네
게로들어오지아니할것임이니라.

25 티끌에서 스스로를 떨어버릴
지어다. 예루살렘이여, ㄱ일어나앉을
지어다. 사로잡힌 시온의 딸이여, 네
목의ㄴ줄에서스스로를풀지어다.

제 9 장

유대인들이 그들의 모든 약속의 땅
에 모이게 될 것임－속죄는 사람을
타락에서 속량함－죽은 자의 육신
은 무덤으로부터 나아오고, 그들의

88니파이후서 8:14~25

15ㄱ 니전 4:2.
16ㄱ 니후 3:9; 29:14.
17ㄱ 눅 21:24.

ㄴ 사 29:9; 
렘 25:15.

19ㄱ 계 11:3.

21ㄱ 니후 27:4.
22ㄱ 렘 50:34.
23ㄱ 슥 12:9.
24ㄱ 안내시온.

ㄴ 사 52:1~2.
ㄷ 교성 113:7~8.

ㄹ 욜 3:17.
25ㄱ 설명마지막에 구원을

받아 흙에서 일어나서
위엄있게 앉다.

ㄴ 교성 11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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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지옥과 낙원으로부터 나아올
것임－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임－
속죄는 사망과 지옥과 악마와 끝없
는 고통에서 구원해 줌－의인은 하
나님 왕국에서 구원받게 됨－죄에
대한 형벌이 설명됨－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문을 지키는 자이심.
주전559~545년경.

이제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것을 읽었음은, 너
희로 하여금 주께서 이스라엘의 온
집과맺으신바주의 ㄱ성약에관하여
알게하려함이라.

2 이는 그가 그의 거룩한 선지자
들의입으로유대인들에게말씀하신
바니, 곧 태초부터 내려와 대대로 그
들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와 무리에
게로 ㄱ회복될 때가 이르기까지, 곧
그들의본향, 그들의기업의 ㄴ땅으로
ㄷ집결되고 그들의 모든 약속의 땅에
확립될때까지라.

3 보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
는 것은, 주 하나님께서 너희의 자손
들 위에 내리실 축복으로 인하여 너
희가 기뻐하고 영원토록 너희 머리
를ㄱ들게하려함이니라.

4 이는 너희 곧 너희 많은 이가 장

차 이를 일을 알고자 많이 탐구하였
음을 내가 앎이라. 그런즉 우리의 육
체가 쇠하여지고 죽지 않을 수 없으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ㄱ몸
안에서우리가하나님을보게되리라
는것을너희가아는줄내가아노라.

5 참으로 그가 친히 우리가 떠나
온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자신
을 보이시리라는 것을 너희가 아는
줄을내가아노라. 이는그일이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 필요함이니, 이는
위대하신 ㄱ창조주께서 만인으로 그
에게 복종하게 하시려, 육체로 자신
을 사람에게 붙이사 복종하시고 ㄴ만
인을위하여죽으심이마땅함이라.

6 이는 죽음이 만인에게 임한지
라, 위대하신창조주의자비로운 ㄱ계
획을 이루기 위하여 ㄴ부활의 능력이
반드시있어야하고, ㄷ타락의연고로
부활이 사람에게 반드시 와야 함이
라. 또타락은범법의연고로왔으니,
사람이타락하게되었으므로그들은
주의면전에서ㄹ끊어졌느니라.

7 그런즉반드시 ㄱ무한한 ㄴ속죄라
야만 하리니, 무한한 속죄가 아니고
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지
못할 것이라. 그런즉 사람들에게 임
한 ㄷ첫째 심판이 그대로 끝없이 ㄹ계
속되었어야만 하리라. 또 만일 그렇

9 1ㄱ 안내아브라함의
성약.

2ㄱ 니후 6:11. 
안내복음의 회복.

ㄴ 니후 10:7~8. 
안내약속의 땅.

ㄷ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집합.

3ㄱ 조성,시 24:7~10.

4ㄱ 욥 19:26; 
앨 11:41~45; 42:23; 
힐 14:15; 
몰 9:13.

5ㄱ 안내창조하다, 창조.
ㄴ 요 12:32; 

니후 26:24; 
3니 27:14~15.

6ㄱ 안내구속의 계획.

ㄴ 안내부활.
ㄷ 안내아담과 이브의

타락.
ㄹ 니후 2:5.

7ㄱ 앨 34:10.
ㄴ 안내속죄하다, 속죄.
ㄷ 모사 16:4~5; 

앨 42:6, 9, 14.
ㄹ 모사 15:19.



다고 하면 이 육체는 필연코 누워 썩
고 부서져 그 어미 땅으로 돌아가 더
이상일어나지못하게되었으리라.

8 오 하나님의 ㄱ지혜 그의 ㄴ자비
와 ㄷ은혜여! 이는보라, 만일 ㄹ육체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진대, 우리의
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ㅁ타락하여 ㅂ악마가 된 저 천사에게
복종하게되지않을수없어, 더이상
일어나지못할것임이라.

9 또 우리의 영은 필연 그와 같이
되었으리니, 우리는 악마가 되며 악
마에게속한 ㄱ사자가되어우리하나
님의 면전에 ㄴ들어갈 수 없게 되고,
ㄷ거짓의아비와함께머물며그자신
처럼 비참 가운데 있게 되리라. 참으
로우리의첫째부모를 ㄹ속인존재에
게니, 그는 스스로를 빛의 ㅁ천사에
가깝게 ㅂ변형시켜, 사람의 자녀들을
선동하여, 살인 ㅅ비밀결사를만들게
하고, 온갖 종류의 은밀한 어둠의 일
을행하게하는도다.

10 오 이 무서운 괴물의 손아귀에
서 우리가 벗어날 길을 마련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
냐. 진정 저 괴물은 ㄱ사망이요 ㄴ지옥
이니, 이를 내가 육신의 사망이요 또

한영의사망이라일컫는도다.
11 이에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ㄱ구제의 방편으로 인
하여내가말한바, 현세적사망인이
ㄴ사망이 그 죽은 자를 내놓으리니,
이사망은곧무덤이니라.

12 또 내가 말한 바 영적 사망인
이 ㄱ사망이 그 죽은 자를 내놓으리
니, 이 영적 사망은 곧 ㄴ지옥이니라.
그런즉 사망과 지옥이 그 죽은 자를
반드시 내놓으리니, 지옥이 그 사로
잡은 영을 반드시 내놓겠고, 무덤이
그 사로잡은 육신을 반드시 내놓으
리라. 그리하여사람들의육신과 ㄷ영
은서로에게로 ㄹ회복되리니, 이는이
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부활의 능
력으로의한것이니라.

13 오 우리 하나님의 ㄱ계획이 얼
마나 위대하냐! 이는 다른 한편으로
는 하나님의 ㄴ낙원이 의인들의 영을
반드시 내놓겠고, 무덤이 의인들의
몸을 반드시 내놓을 것임이라. 그리
하여영과육신이그자체로다시ㄷ회
복되어, 만인은 썩지 않을 것과 ㄹ불
멸의 것이 되나니, 그들은 산 영혼이
라, 육체로 있는 우리와 같이 ㅁ완전
한 ㅂ지식을가지느니라. 다만우리의

90니파이후서 9:8~13

8ㄱ 욥 12:13; 아브 3:21.
안내지혜.

ㄴ 안내자비로운, 자비.
ㄷ 안내은혜.
ㄹ 교성 93:33~34.
ㅁ 사 14:12; 니후 2:17~18;

모세 4:3~4; 
아브 3:27~28.

ㅂ 안내악마.
9ㄱ 야곱 3:11; 

앨 5:25, 39.
ㄴ 계 12:7~9.

ㄷ 안내거짓말 함.
ㄹ 창 3:1~13; 모사 16:3;

모세 4:5~19.
ㅁ 교성 129:8.
ㅂ 고후 11:14; 앨 30:53.
ㅅ 안내비밀 결사.

10ㄱ 모사 16:7~8; 
앨 42:6~15.

ㄴ 안내지옥.
11ㄱ 안내구원자.

ㄴ 안내사망, 육체적.
12ㄱ 안내사망, 영적.

ㄴ 교성 76:81~85.
ㄷ 안내영.
ㄹ 안내부활.

13ㄱ 안내구속의 계획.
ㄴ 교성 138:14~19. 

안내낙원.
ㄷ 앨 11:43.
ㄹ 안내불멸의, 불멸.
ㅁ 안내완전한.
ㅂ 교성 130: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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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은장차완전해질것이니라.
14 그런즉 우리는 우리의 모든

ㄱ허물과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ㄴ벌거벗음에 대한 완전한 ㄷ지식을
갖게될것이요, 의인들은 ㄹ순결함으
로 참으로 의의 ㅁ겉옷으로 ㅂ옷 입고,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ㅅ의로움에 대
한완전한지식을갖게되리라.

15 또 이렇게 되리니 모든 사람이
이첫번째사망에서생명으로옮겼을
때, 그리하여 그들이 불멸의 것이 되
었을 때, 그들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ㄱ심판대 앞에 나서야
하느니라. 그런 후에 ㄴ심판이 임하나
니,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에 따
라그들이반드시심판을받으리라.

16 또 주 하나님께서 이를 말씀하
셨고, 또 이는 그의 영원한 ㄱ말씀이
라 ㄴ사라질 수 없나니, 주께서 살아
계심같이 분명히 의로운 자들은 그
대로의로울것이요, ㄷ더러운자들은
그대로 ㄹ더러우리라. 그런즉 더러운
자들은 ㅁ악마요그의사자들이라. 그
들이그들을위해예비된 ㅂ영원한불
속으로 들어가 버리리니, 그들의 고
통은 그 불꽃이 세세 영원토록 올라
가며, 끝이 없는 불과 유황의 ㅅ못과

같으니라.
17 오 우리 하나님의 크심과 ㄱ공

의로우심이여! 이는 그가 그의 모든
말씀을 시행하심이며, 그 말씀이 그
의 입에서 나아갔고, 그의 율법이 반
드시이루어지겠음이라.

18 그러나 보라, 의로운 자들, 이
스라엘의거룩하신자의 ㄱ성도들, 이
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믿는 자들,
세상의 ㄴ십자가를 견디고 그 수치를
경멸히 여기는 자들, 그들은 세상의
ㄷ기초가 놓인 때로부터 그들을 위하
여 예비된 하나님의 ㄹ왕국을 ㅁ상속
하리니, 그들의기쁨이 ㅂ영원토록충
만하리라.

19 오이스라엘의거룩하신자, 우
리 하나님의 자비의 큼이여! 이는 그
가그의성도들을저ㄱ끔찍한괴물악
마와 죽음과 ㄴ지옥과 끝없는 고통인
저불과유황의못에서ㄷ건지심이라.

20 오우리하나님의 ㄱ거룩하심이
얼마나 크냐! 이는 그가 모든 것을
ㄴ아시며, 그가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없음이라.

21 또그는만일사람들이그의음
성에 귀 기울이려 한다면, 모든 사람
을 ㄱ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시느니

14ㄱ 안내죄책감.
ㄴ 몰 9:5.
ㄷ 모사 3:25; 앨 5:18.
ㄹ 안내순수한, 순수.
ㅁ 교성 109:76.
ㅂ 잠 31:25.
ㅅ 안내의로운, 의로움.

15ㄱ 안내심판, 마지막.
ㄴ 시 19:9; 니후 30:9.

16ㄱ 왕상 8:56; 교성 1:38;
모세 1:4.

ㄴ 교성 56:11.
ㄷ 안내더러운, 더러움.
ㄹ 니전 15:33~35; 앨 7:21;

몰 9:14; 교성 88:35.
ㅁ 안내악마.
ㅂ 모사 27:28.
ㅅ 계 21:8; 니후 28:23;

교성 63:17.
17ㄱ 안내공의.
18ㄱ 안내성도.

ㄴ 눅 14:27.

ㄷ 앨 13:3.
ㄹ 안내승영.
ㅁ 교성 45:58; 84:38.
ㅂ 안내영생.

19ㄱ 니전 15:35.
ㄴ 안내지옥.
ㄷ 교성 108:8.

20ㄱ 안내거룩함.
ㄴ 앨 26:35; 교성 38:2.

21ㄱ 안내구원.



라. 이는보라, 그가만인의 ㄴ고통, 참
으로 ㄷ아담의가족에속한남자와여
자, 그리고어린아이들모두, 곧모든
살아 있는 피조물의 고통을 겪으심
이라.

22 또 그가 이를 겪으심은 부활이
만인에게 임하게 하사, 모두가 큰 심
판의 날에 그의 앞에 서게 하려 하심
이라.

23 또그는모든사람에게명하사,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에
대한 완전한 신앙을 갖고 ㄱ회개하여
그의 이름으로 ㄴ침례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 하시느
니라.

24 또 만일 그들이 회개하여 그의
ㄱ이름을믿고, 그의이름으로침례받
고, 끝까지 ㄴ견디려 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반드시 ㄷ저주를 받으리니, 이
는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께서이를말씀하셨음이니라.

25 그런즉 그는 ㄱ율법을 주셨나
니, 주어진 율법이 없는 곳에는 형벌
이 ㄴ없으며, 형벌이 없는 곳에는 정
죄가 없으며, 정죄가 없는 곳에는 속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자비가 그들을 요구할 수 있나
니, 이는 그들이 그의 권능으로 구제
받음이라.

26 이는 ㄱ속죄가 ㄴ율법이 ㄷ주어
지지아니한모든자에게그의 ㄹ공의
의 요구를 충족시켜, 그들이 저 끔찍
한 괴물, 사망과 지옥과 악마와 끝없
는 고통인 불과 유황의 못으로부터
구제받으며, 그들에게 ㅁ호흡을주신
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에게로회복됨이니라.

27 그러나 ㄱ율법이 주어지고, 참
으로 우리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명
을 가지고, 그리고 이를 범하며 자기
의 시험의 날들을 허비하는 자에게
는화있나니, 이는그의처지가참담
함이라.

28 오 악한 자의 저 간교한 ㄱ계획
이여! 오사람들의 ㄴ헛됨과나약함과
어리석음이여! 그들이 ㄷ학식을 얻으
매자신이 ㄹ현명하다생각하며, 하나
님의 ㅁ권고를듣지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아는 듯 여겨 하나님
의 권고를 옆으로 제쳐놓음이라. 그
런즉 그들의 지혜는 어리석음이요,
그것이 그들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
나니그들이멸망하리라.

92니파이후서 9:22~28

21ㄴ 교성 18:11; 19:18.
ㄷ 안내아담.

23ㄱ 안내회개하다, 회개.
ㄴ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

24ㄱ 안내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짊어짐.

ㄴ 안내견디다.
ㄷ 안내정죄.

25ㄱ 약 4:17. 안내율법.
ㄴ 롬 4:15; 니후 2:13; 

앨 42:12~24. 
안내책임지다, 책임질
수 있는, 책임질 수
있음.

26ㄱ 니후 2:10; 앨 34:15~16.
안내속죄하다, 속죄.

ㄴ 모사 15:24; 교성 137:7.
ㄷ 모사 3:11.
ㄹ 안내공의.
ㅁ 창 2:7; 교성 93:33; 

아브 5:7.

27ㄱ 눅 12:47~48.
28ㄱ 앨 28:13.

ㄴ 안내헛된, 헛된 것.
ㄷ 눅 16:15; 

니후 26:20; 28:4, 15.
ㄹ 잠 14:6; 

렘 8:8~9; 
롬 1:22. 
안내교만; 지혜.

ㅁ 앨 37:12. 안내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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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그러나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ㄱ권고에 ㄴ귀 기울일진대, 학식을 얻
음은좋으니라.

30 그러나 세상의 것에 대하여 부
유한 ㄱ부자들에게 화 있나니, 이는
그들이 부유하므로 ㄴ가난한 자를 멸
시하며, 온유한 자를 핍박하며, 그들
의 마음이 그들의 재물에 있음이라.
그런즉 그들의 재물이 그들의 신이
라. 보라, 그들의재물이또한그들과
함께멸망하리로다.

31 또 ㄱ듣지 않으려는 귀먹은 자
에게 화 있나니, 이는 그들이 멸망할
것임이라.

32 보지 않으려는 맹인들에게 화
있나니, 이는 그들 역시 멸망할 것임
이라.

33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
게화있나니, 이는자기의죄악에대
한 지식이 마지막 날에 그들을 칠 것
임이니라.

34 ㄱ거짓말하는 자에게 화 있나
니, 이는 그가 ㄴ지옥에 던지울 것임
이라.

35 고의로 ㄱ죽이는살인자에게화
있나니, 이는그가ㄴ죽을것임이라.

36 ㄱ음행을 범하는 자에게 화 있
나니, 이는 그들이 지옥에 던지울 것
임이라.

37 참으로우상을 ㄱ숭배하는자들
에게화있나니, 이는모든악마중의
악마가그들을기뻐함이라.

38 그리고 요컨대 자기의 죄 가운
데죽는모든자에게화있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ㄱ돌아가 그의 얼
굴을보나, 자기죄가운데머물게될
것임이니라.

39 오나의사랑하는형제들아, 저
거룩하신하나님을거스려범법함이
무서움을기억하고, 또한저 ㄱ교활한
자의 꾐에 굴복함이 무서움을 기억
하라. 기억하라, 생각하는 바가 ㄴ육
신에속한즉 ㄷ사망이요, 생각하는바
가영에속한즉ㄹ영원한ㅁ생이니라.

40 오나의사랑하는형제들아, 나
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크심을 기억하라. 내
가 너희에게 심한 말을 하였다 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그렇게 말한다면
너희가 ㄱ진리를 거스려 욕하게 됨이
니, 이는내가너희를지으신이의말
씀을 고하였음이니라. 진리의 말씀
이모든부정함에대해서는 ㄴ심한줄
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의로운 자들
은 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는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며 흔들리
지아니함이니라.

41 오 그럴진대 나의 사랑하는 형

29ㄱ 야곱 4:10.
ㄴ 니후 28:26.

30ㄱ 눅 12:34; 딤전 6:10;
교성 56:16.

ㄴ 안내가난한 자.
31ㄱ 겔 33:30~33; 마 11:15;

모사 26:28; 교성 1:2,
11, 14; 모세 6:27.

34ㄱ 잠 19:9. 안내정직한,

정직; 거짓말 함.
ㄴ 안내지옥.

35ㄱ 출 20:13; 모사 13:21.
ㄴ 안내사형.

36ㄱ 3니 12:27~29. 안내순결.
37ㄱ 안내우상 숭배.
38ㄱ 앨 40:11, 13.
39ㄱ 니후 28:20~22; 32:8; 

모사 2:32; 4:14; 

앨 30:53.
ㄴ 롬 8:6. 

안내육신에 속한.
ㄷ 안내사망, 영적.
ㄹ 안내영생.
ㅁ 잠 11:19.

40ㄱ 안내진리.
ㄴ 니전 16:2; 

니후 28:28; 33:5.



제들아, 거룩하신자곧주께로ㄱ나아
오라. 그의 길이 의로움을 기억하라.
보라, 사람을 위한 ㄴ길은 ㄷ좁으나 그
앞에똑바른길로놓였으며, 그ㄹ문을
지키시는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시니라. 그가 아무 종도 거기 두지
아니하시며그문으로말미암지아니
하고는 아무 다른 길이 없나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므로 그가
속임을받을수없음이니라.

42 또 누구든지 두드리는 그에게
는 그가 열어 주실 것이로되, ㄱ지혜
로운 자와 학식 있는 자와 부한 자들
로서, 그들의 학식과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부로인하여 ㄴ부풀어오른자
들－참으로 그들은 그가 경멸히 여
기시는 자들이라. 그들이 이러한 것
들을 던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
로를 ㄷ어리석은 자로 여겨 지극히
ㄹ겸손하여지지 아니할진대, 그는 그
들에게열어주지아니하시리라.

43 도리어 지혜로운 자와 분별 있
는 자들의 것이 그들에게서 영원토
록 ㄱ감추어지리니－곧 성도들을 위
하여예비된그행복이라.

44 오나의사랑하는형제들아, 내
말을 기억하라. 보라, 내가 내 옷을
벗어너희앞에흔드노라. 나는내구
원의 하나님께 ㄱ모든 것을 살피시는

그의 눈으로 나를 보아 주시기를 간
구하노라. 그런즉 너희는 만인이 자
기의 행위에 대하여 심판받게 될 마
지막 날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가 나의 영혼으로부터 너희의 죄악
을 ㄴ떨쳐 버리는 것을 목격하셨음과
내가 빛나는 모습으로 그의 앞에 서
며, 내가너희의피로부터 ㄷ깨끗하게
되었다는것을알게되리라.

45 오나의사랑하는형제들아, 너
희의 죄에서 돌이키라. 너희를 단단
히결박하려는자의 ㄱ사슬을떨쳐버
리라. 너희의 구원의 ㄴ반석이신 저
하나님께로나아오라.

46 ㄱ공의가 의인들에게 베풀어질
저영화로운날곧ㄴ심판의날을위하
여, 너희의 영혼을 준비하여 너희가
무서운 공포로 움츠러들지 않게 하
며, 너희의 참담한 ㄷ죄를 완전히 기
억하여, 어찌할 수 없이 부르짖기를,
ㄹ전능하신주하나님이시여, 주의심
판이 거룩하고 거룩하시나이다－그
러나나는나의죄를아오니, 내가주
의 율법을 범하였고, 나의 범법은 나
의 것이오며, 악마가 나를 얻었으매,
나는 그의 끔찍한 비참의 희생물이
되었나이다라고하지않게하라.

47 그러나 보라, 나의 형제들아,
이러한 일들이 끔찍한 현실임을 너

94니파이후서 9:42~47

41ㄱ 니전 6:4; 야곱 1:7; 
옴 1:26; 모로 10:30~32.

ㄴ 니후 31:17~21; 
앨 37:46; 
교성 132:22, 25.

ㄷ 눅 13:24; 니후 33:9; 
힐 3:29~30.

ㄹ 니후 31:9, 17~18; 
3니 14:13~14; 

교성 43:7; 137:2.
42ㄱ 마 11:25.

ㄴ 안내교만.
ㄷ 고전 3:18~21.
ㄹ 안내겸손한, 겸손.

43ㄱ 고전 2:9~16.
44ㄱ 야곱 2:10.

ㄴ 야곱 1:19.
ㄷ 야곱 2:2; 모사 2:28.

45ㄱ 니후 28:22; 
앨 36:18.

ㄴ 안내반석.
46ㄱ 안내공의.

ㄴ 안내심판, 마지막.
ㄷ 모사 3:25.
ㄹ 니전 1:14; 

모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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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에게 일깨움이 필요하냐? 만일 너
희 마음이 순결하였더라면 내가 너
희 영혼을 써레질하겠느냐? 만일 너
희가 죄에서 해방되었더라면 내가
진리의 명백함을 좇아 너희에게 명
백하게대하겠느냐?

48 보라, 만일 너희가 거룩하였더
라면 내가 너희에게 거룩함에 대하
여 말할 것이나, 너희가 거룩하지 아
니하되 나를 교사로 보는지라, 너희
에게 ㄱ죄의 결과를 ㄴ가르치는 것이
반드시필요할것이니라.

49 보라, 나의영혼은죄를혐오하
며, 나의마음은의를기뻐하나니, 내
가내하나님의거룩한이름을 ㄱ찬양
하리로다.

50 나의 형제들아, 오라, 목마른
자여, 너희는다 ㄱ물로오라. 돈이없
는 자도 와서 사 먹으라. 참으로 와
서 ㄴ돈없이, 값없이, 포도주와젖을
사라.

51 그리하여 아무 가치 없는 것을
위하여 돈을 쓰지 말며, 만족시키지
못하는것을위하여너희 ㄱ수고를들
이지 말라. 내게 부지런히 귀 기울이
며 내가 이른 말을 기억하고, 이스라
엘의 거룩하신 자에게로 나아와 멸
망하지도 아니하며, 썩을 수도 없는
것을 ㄴ배불리취하며, 너희영혼으로
하여금기름짐을기뻐하게하라.

52 보라, 나의사랑하는형제들아,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낮
으로는 쉬지 말고 그에게 기도하고,
밤으로는 그의 거룩한 이름에 ㄱ감사
하라. 너희마음으로기뻐하게하라.

53 또 주의 ㄱ성약이 얼마나 크며,
사람의 자녀들에게 대한 그의 낮추
어 오심이 얼마나 위대한가 보라. 또
그의 크심과 그의 은혜와 ㄴ자비하심
으로 인하여,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자손들이육신으로온전히멸망당하
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그들을 보전
하실 것이며, 장래 세대에 그들이 이
스라엘의집에한의로운 ㄷ가지가될
것을약속하셨느니라.

54 또 이제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더 말하기를 원하나, 내일
내가 내 말의 나머지를 너희에게 공
표하리라. 아멘.

제 10 장

유대인들이그들의하나님을십자가
에 못 박을 것임－그들은 그를 믿기
시작할 때까지 흩어질 것임－미 대
륙은 아무 왕도 다스리지 않는 자유
의 땅이 될 것임－하나님과 화목하
고 그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얻으
라. 주전559~545년경.

그러면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아, 나 야곱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

48ㄱ 안내죄.
ㄴ 앨 37:32.

49ㄱ 니전 18:16.
50ㄱ 안내생수.

ㄴ 앨 42:27.
51ㄱ 사 55:1~2.

ㄴ 니후 31:20; 32:3; 
3니 12:6.

52ㄱ 안내감사한, 감사,
감사드림.

53ㄱ 안내성약.
ㄴ 안내자비로운, 자비.

ㄷ 안내포도원, 주의.



라, 이는 내가 말한 이 의로운 ㄱ가지
에관한것이라.

2 이는보라, 우리가얻은 ㄱ약속들
은우리의육체에관하여우리에게하
신 약속들임이라. 그런즉 나에게 보
이신 바로는,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
많은자들이믿지않음으로인하여육
체로 멸망할 것이나, 그럼에도 하나
님은많은자들에게자비를베푸실것
이요, 우리의 자손들은 회복되어 그
들의구속주에대한참된지식을그들
에게주기까지이르게되리라.

3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
같이, 그리스도가－이는 간밤에 ㄱ천
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그의
이름이 되리라고 하였음이라－유대
인 가운데 세상의 보다 간악한 편인
자들가운데 ㄴ오시는것이반드시필
요하리니, 그들은그를십자가에 ㄷ못
박으리라. 이는 그같이 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있어 불가피함이며, 또한
그들의 ㄹ하나님을 십자가에 ㅁ못 박
을민족이땅위에달리없음이니라.

4 이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 큰
ㄱ기적이 행하여지면, 그들이 회개하
여 그가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알겠
음이라.

5 그러나 ㄱ사제술과 죄악으로 인

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은 그를
대하여 자기들의 목을 뻣뻣하게 하
리니, 이러므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
히시리라.

6 그리하여그들의죄악으로말미
암아, 멸망과 기근과 역병과 유혈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요, 멸망당하지
아니할자들은모든민족가운데 ㄱ흩
어지리라.

7 그러나보라, 이같이 ㄱ주하나님
께서 말씀하시되, ㄴ그들이 나 곧 내
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날이 이르면,
그러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성약
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기업의 땅으
로 지상에서 육체로 회복될 것이라
하였느니라.

8 또 이같이 되리니 그들은 그들
의 오랜 분산에서, 바다의 ㄱ섬들에
서, 땅의 사방에서 ㄴ모여들 것이요,
이방의 나라들은 내 눈에 크게 되어
그들을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ㄷ데리
고 나아올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
하시느니라.

9 ㄱ참으로 이방의 왕들은 그들에
게 양부가 될 것이요, 그들의 왕후는
양모가 될 것인즉 이방인들에게 대
한 주의 ㄴ약속이 크도다. 이는 그가
이것을말씀하셨음이니누가논박할

96니파이후서 10:2~9

10 1ㄱ 니전 15:12~16; 
니후 3:5; 야곱 5:43~45.

2ㄱ 니전 22:8; 
3니 5:21~26; 21:4~7.

3ㄱ 니후 25:19; 야곱 7:5; 
모로 7:22.

ㄴ 안내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망에 관한 예언.

ㄷ 니전 11:33; 모사 3:9;

교성 45:52~53.
ㄹ 니전 19:10.
ㅁ 눅 23:20~24.

4ㄱ 안내기적.
5ㄱ 눅 22:2. 안내사제술.
6ㄱ 니전 19:13~14.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흩어짐.

7ㄱ 안내주.
ㄴ 니후 25:16~17.

8ㄱ 니전 22:4; 
니후 10:20~22; 
교성 133:8.

ㄴ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집합.

ㄷ 니전 22:8.
9ㄱ 사 49:22~23.
ㄴ 니전 22:8~9; 

교성 3: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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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느냐?
10 그러나보라, 이땅은하나님께

서 말씀하셨나니 네 기업의 땅이 될
것이요, ㄱ이방인들이 이 땅 위에서
복을받으리라.

11 또 이 땅은 이방인들에게 ㄱ자
유의 땅이 될 것이며, 이 땅 위에는
이방인들을 다스리려 일어나는 ㄴ왕
이없으리라.

12 또내가다른모든나라에대하
여이땅을견고하게하리니,

13 시온을대적하여 ㄱ싸우는자는
ㄴ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느니라.

14 대저 나를 거스려 왕을 일으키
는자는멸망하리니, 이는나주하늘
의 ㄱ왕이 그들의 왕이 되겠고, 내 말
을듣는자들에게영원토록 ㄴ빛이될
것임이니라.

15 그런즉이를위하여곧내가사
람의 자녀들에게 맺은 바, 그들이 육
체로 있는 동안 내가 그들에게 행하
겠다한나의 ㄱ성약이이루어지도록,
나는 ㄴ은밀한 ㄷ어둠의 일과 살인의
일과 가증한 일들을 반드시 멸해야
만하리라.

16 그런즉 ㄱ시온을대적하여싸우
는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
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

나, 다 멸망하리니, 이는 ㄴ그들이 온
땅의창녀인자들임이라. 이는 ㄷ나를
위하지 않는 ㄹ자들은 나를 ㅁ대적하
는 자들임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
씀하시느니라.

17 이는 내가 사람의 자녀들에게
맺은바, 그들이육체로있는동안내
가 그들에게 행하겠다고 한 나의 약
속을ㄱ이룰것임이니라－

18 그런즉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아, 이같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
느니라, 내가 이방인들의 손으로 네
자손을 괴롭게 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ㄱ이방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에게
아버지같이 될 것이라. 그런즉 이방
인들이 ㄴ복을받아이스라엘의집가
운데서ㄷ헤아림을받으리라,

19 그런즉내가이땅을네자손과
네 자손 가운데 헤아림을 받을 자들
을 위하여 영원토록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ㄱ성별하리니, 이는 이 땅이
다른 모든 땅 위에 뛰어난 땅임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느니라.
그런즉 그 위에 거하는 모든 자들로
나를 경배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
씀하시느니라.

20 그러면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
제들아, 우리의 자비로우신 하나님

10ㄱ 니후 6:12.
11ㄱ 안내자유로운, 자유.

ㄴ 모사 29:31~32.
13ㄱ 니전 22:14, 19.

ㄴ 사 60:12.
14ㄱ 앨 5:50; 교성 38:21~22;

128:22~23; 모세 7:53.
ㄴ 안내빛, 그리스도의 빛.

15ㄱ 안내성약.

ㄴ 힐 3:23. 안내비밀 결사.
ㄷ 안내어둠, 영적.

16ㄱ 안내시온.
ㄴ 니전 13:4~5.
ㄷ 니전 22:13~23; 

니후 28:15~32; 
3니 28:8~15; 이더 2:9.

ㄹ 니전 14:10.
ㅁ 마 12:30.

17ㄱ 교성 1:38.
18ㄱ 눅 13:28~30; 

교성 45:7~30.
ㄴ 엡 3:6.
ㄷ 갈 3:7, 29; 니전 14:1~2;

3니 16:13; 21:6, 22;
30:2; 아브 2:9~11.

19ㄱ 니후 3:2.



께서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 그토록
큰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는 그를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버리
고, 우리의 고개를 늘어뜨리지 말자.
이는우리가버림받지아니하였음이
라.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기
업의땅에서 ㄱ쫓겨났으나, 그러나우
리는더 ㄴ나은땅으로인도되었나니,
이는주께서바다로우리의 ㄷ길을삼
으셨고, 우리가 바다의 한 ㄹ섬 위에
있음이라.

21 그러나바다의ㄱ섬들위에있는
자들에게 하신 주의 약속이 크도다.
섬들이라 말하고 있은즉 이것 말고
더 있음에 틀림없나니, 그 곳에도 역
시우리의형제들이살고있느니라.

22 이는 보라, 주 하나님께서 그
뜻과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 이스라
엘의 집으로부터 시시로 ㄱ인도해 내
셨음이라. 또이제보라, 주께서는꺾
어져 나간 자들을 모두 기억하시나
니, 그런즉 그가 우리 역시 기억하시
느니라.

23 그러므로 너희 마음으로 기뻐
하게 하고, 너희는 ㄱ자유로워 너희
스스로 ㄴ행할 수 있음을－영원한 죽
음의 길이나 영생의 길을 ㄷ택할 수
있음을기억하라.

24 그러한즉 나의 사랑하는 형제
들아,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화
합되게 하고, 악마와 육체의 뜻에 화

합되게 말라. 또 너희가 하나님께 화
합하게된후에는, 너희가 ㄱ구원받는
것이오직하나님의 ㄴ은혜안에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인 줄을
기억하라.

25 그런즉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
력으로 너희를 죽음에서 일으키시
고, 또한 ㄱ속죄의 능력으로 영원한
죽음에서일으키사너희로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영접되게 하시고, 너
희로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은혜를
통하여, 그를 찬양하게 하시기를 원
하노라. 아멘.

제 11 장

야곱은그의구속주를보았음－모세
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그
가 오실 것을 증명함. 주전 559~545
년경.

그리고 이제 ㄱ야곱이 그때에 나의
백성에게 많은 것을 더 이야기하였
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단지
이러한 것만 ㄴ기록되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기록한 것으로 내게는 족
함이라.

2 그리고 이제 나 니파이는 ㄱ이사
야의말을더기록하노니, 이는내영
혼이 그의 말을 기뻐함이라. 이는 내
가 그의 말을 나의 백성에게 비유할

98니파이후서 10:21~11:2

20ㄱ 니전 2:1~4.
ㄴ 니전 2:20. 

안내약속의 땅.
ㄷ 니전 18:5~23.
ㄹ 사 11:10~12.

21ㄱ 니전 19:15~16; 22:4.

22ㄱ 니전 22:4.
23ㄱ 안내선택의지.

ㄴ 니후 2:16.
ㄷ 신 30:19.

24ㄱ 안내구원.
ㄴ 안내은혜.

25ㄱ 안내속죄하다, 속죄.
11 1ㄱ 니후 6:1~10.

ㄴ니후 31:1.
2ㄱ 3니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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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이요, 내가 그것을 나의 모든 자
손들에게 보낼 것임이니, 이는 내가
나의 ㄴ구속주를본것같이그가진실
로나의구속주를보았음이니라.

3 또 내가 그를 본 것같이 나의 동
생 야곱 역시 그를 ㄱ보았느니라. 그
런즉 내가 그들의 말을 나의 자손들
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나의 말의 참
됨을 증명하리라. 그런즉 하나님께
서 말씀하시되, ㄴ세 사람의 말로써
내가 내 말을 확립하리라 하셨느니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많은 증인을 보내시나니, 그는 그의
모든말씀을입증하시는도다.

4 보라 내 영혼은 그리스도께서
ㄱ오심의 참됨을 내 백성에게 ㄴ증명
하기를 기뻐하나니, 이는 이 목적으
로모세의 ㄷ율법이주어졌음이요, 세
상이 시작된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모든 것은 그에 대한
예표이니라.

5 또한 내 영혼은 주께서 우리 조
상들에게맺으신바곧주의 ㄱ성약을
기뻐하나니, 참으로 나의 영혼은 사
망에서건지시는크고도영원한계획
안에있는그의은혜를, 또그의공의
와권능과자비를기뻐하느니라.

6 또 내 영혼은 ㄱ그리스도께서 오

시지 아니하고는 만인이 반드시 멸
망할 것임을 나의 백성에게 증명하
기를기뻐하느니라.

7 이는 만일 ㄱ그리스도가 없다 할
진대하나님이없다할것이요, 또하
나님이 없다 할진대 우리가 있지 아
니할 것임이니, 이는 아무 ㄴ창조도
있을 수 없었을 것임이라. 그러나 하
나님이 계시니, 그는 그리스도시요,
그는자기의때가차면오시느니라.

8 그리고 이제 내가 이사야의 말
의 얼마를 기록하노니, 나의 백성 중
누구든지 이 말을 볼 자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들어올리고 만인을 위해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것이
그 말씀이니, 너희가 이를 너희에게
와만인에게비유함이가하니라.

제 12 장

이사야가 후일의 성전, 이스라엘의
집합 그리고 복천년의 심판과 평화
를 봄－교만하고 간악한 자는 재림
시에 낮아질 것임－이사야 2장과 비
교하라. 주전559~545년경.

아모스의아들 ㄱ이사야가 ㄴ본 바 유
다와예루살렘에관한말씀이라.

2ㄴ 안내구속주.
3ㄱ 니후 2:3; 야곱 7:5.
ㄴ 니후 27:12; 

이더 5:2~4; 
교성 5:11.

4ㄱ 야곱 4:5; 예이 1:11; 
앨 25:15~16; 
이더 12:19.

ㄴ 니후 31:2.
ㄷ 니후 5:10.

5ㄱ 안내아브라함의 성약.
6ㄱ 모사 3:15.
7ㄱ 니후 2:13.
ㄴ 안내창조하다, 창조.

12 1ㄱ 이사야서 2~14장은
니파이가 놋쇠판에서
인용하여 니파이후서
12~24장으로 기록한
것임. 표현에 일부
차이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ㄴ 히브 khazah는

“마음속에 그려
본다”라는 의미임.
이것은 이사야가 시현을
통해 주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음을 뜻한다.



2 또 마지막 날에 그 일이 이루리
니 그때 주의 ㄱ집의 ㄴ산이 ㄷ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질 것이며 모든 나라가 그
리로흘러갈것이라.

3 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
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그가 그
의 길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
리니, 우리가 그의 길로 ㄱ행하리라
하리니, 이는시온에서 ㄴ율법이나아
갈 것이요,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
로부터나아갈것임이니라.

4 또 그가 열방 가운데 ㄱ심판하시
며 많은 백성을 꾸짖으시리니, 그들
이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나라
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 아니
할것이며, 그들이더이상전쟁을연
습하지아니하리라.

5 야곱의 집이여, 너희는 오라. 우
리가 주의 빛 가운데 행하자. 참으로
오라. 이는 너희가 모두 ㄱ그릇 갔으
며, 모두가각각자기의악한길로갔
음이니라.

6 그러므로 주여, 주께서 주의 백
성 야곱의 집을 버리셨나니, 이는 그
들이동방에서ㄱ채워지며ㄴ블레셋사
람같이 술객의 말을 들으며, 외인의

자녀들가운데서ㄷ기뻐함이니이다.
7 그들의 땅에는 또한 은과 금이

가득하고그들의보화또한끝이없으
며, 그들의 땅에는 또한 말이 가득하
고그들의병거또한끝이없느니라.

8 그들의 땅에는 또한 ㄱ우상들이
가득하며, 그들은 자기의 손가락이
만든 바 자기의 손이 지은 것을 경배
하니라.

9 또 천한 자도 ㄱ절하지 아니하고
큰자도스스로겸손하지아니하오니,
그러므로그를용서하지마옵소서.

10 너희간악한자들아, 바위속으
로들어가며흙먼지에 ㄱ숨으라, 이는
주의 두려움과 그의 위엄의 영광이
너를칠것임이니라.

11 또이렇게되리니그날에사람
의 교만한 눈길이 낮아지고, 사람들
의 거만함이 굴복되고 주께서 홀로
높임을받으시리라.

12 이는 만군의 주의 ㄱ날이 곧 모
든 국민에게 참으로 모든 자에게 임
함이니, 참으로 ㄴ교만하고거만한자
에게와 모든 자고한 자에게 임한즉
그들이낮아지겠노라.

13 참으로 또한 주의 날이 레바논
의 모든 백향목에 임하리니, 이는 그
들이 높고 자고함이며 또 바산의 모
든상수리나무에,

100니파이후서 12:2~13

2ㄱ 안내성전, 주의 집.
ㄴ 욜 3:17. 

안내시온.
ㄷ 교성 49:25.

3ㄱ 안내걷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ㄴ 히브가르침 또는 교리.
안내복음.

4ㄱ 니후 21:2~9.

5ㄱ 니후 28:14; 
모사 14:6; 
앨 5:37.

6ㄱ 설명가르침들과 이방
종교 신앙으로 가득
채워지다. 
시 106:35.

ㄴ 안내블레셋인.
ㄷ 히브손으로 내려치다

또는 성약을 맺다.
8ㄱ 안내우상 숭배.
9ㄱ 설명하나님에게; 그가

우상을 숭배하는 대신.
10ㄱ 앨 12:14.
12ㄱ 안내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ㄴ 말 4:1; 니후 23:11; 

교성 64:24.



101 니파이후서 12:14~13:6

14 또 모든 높은 산에, 또 모든 언
덕에, 또 자고한 모든 국민에게, 또
모든백성에게,

15 또 모든 높은 망대에, 또 모든
견고한성벽에,

16 또 ㄱ바다의모든배에, 또다시
스의모든배에, 또모든아름다운풍
경위에임하리니,

17 또 ㄱ그 날에 사람의 교만함은
굴복되며, 사람들의 거만함은 낮아
지고, 주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
이니라.

18 또 우상들을 그가 온전히 없애
시리라.

19 또 그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
가리니, 이는 그가 일어나사 땅을 무
섭게 진동시키실 때에 주의 두려움
이 그들에게 임하며, 그의 위엄의 영
광이그들을칠것임이니라.

20 그 날에 사람이 경배하려고 자
기를 위하여 만들었던 자기의 은 우
상들과 자기의 금 우상들을 두더지
와박쥐에게 ㄱ던지고,

21 바위의 갈라진 틈과 험한 바위
위로 들어가리니, 이는 그가 일어나
사땅을무섭게진동시키실때에주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그의 위
엄의영광이그들을칠것임이니라.

22 너희는 ㄱ사람의지하기를그치
라. 그호흡이그의코에있나니셈할
가치가어디있느냐?

제 13 장

유다와예루살렘이그들의불순종으
로 인해 벌을 받을 것임－주께서 그
의백성을변호하시고심판하심－시
온의 딸들이 그들의 세속성으로 인
하여 저주받고 고통 받음－이사야 3
장과비교하라. 주전559~545년경.

보라, 주 곧 만군의 주께서 예루살렘
으로부터, 그리고 유다로부터 의지
하는 것과 의뢰하는 것을,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의지하는 모든 물을 제
하여버리시나니－

2 용사와전사와재판관과선지자
와분별있는자와원로와,

3 오십 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
교한 장인과 능변한 연사를 그리하
실것이라.

4 또 내가 아이들을 그들에게 주
어 그들의 방백이 되게 하리니, 어린
아이들이그들을다스리리라.

5 또 백성들이 각기 서로에게, 또
각기 그 이웃에게 학대를 받을 것이
요, 아이가노인에게, 비천한자가존
귀한자에게교만히행할것이라.

6 그때 사람이 그 아버지의 집의
그 형제를 붙잡고 이르기를, 너는 의
복이 있으니 네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ㄱ멸망이 네 손 아래 들지 않
게하라할것이면－

16ㄱ 그리스어(칠십인 역)
번역에는 히브리어역에
없는 절이 있고, 또
히브리어역에는 있는데
그리스어역에는 없는
절이 있으나

니후 12:16은
두 가지가 다 있다. 
시 48:7; 겔 27:25.

17ㄱ 설명영광 중에 주께서
오시는 날.

20ㄱ 히브던져버리다.

22ㄱ 설명필멸의 사람에게
의지하기를 그치라;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그는 권능이 거의 없다.
모세 1:10.

13 6ㄱ 사 3:6.



7 그 날에 그가 맹세하여 이르기
를, 나는 ㄱ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
라. 이는나의집에양식도없고의복
도 없음이니,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말라하리라.

8 이는 예루살렘이 ㄱ파괴되었고
유다가 ㄴ몰락하였음이니, 그들의 혀
와 그들의 행위가 주를 거스려 그의
영광의 눈을 격노하게 하였음으로
인함이라.

9 그들의 안색이 그들에 대하여
증거하며, 그들의 죄가 실로 ㄱ소돔
같음을 선포하나니 그들이 그것을
숨길수없도다. 그들의영혼에화있
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재앙을 보
응으로취하였음이로다!

10 의인들에게는일러그들은 ㄱ잘
된다하라, 이는그들이그행위의열
매를먹을것임이니라.

11 악인들에게는 화 있도다, 이는
그들이 멸망할 것임이니, 이는 그들
의 손의 보응이 그들 위에 있을 것임
이니라!

12 또 내 백성으로 말할진대 아이
들이그들의학대자요여자들이그들
을 다스리도다. 나의 백성이여, 너를
ㄱ인도하는 자들이 너로 그르치게 하

며, 너의지나는길을망치느니라.
13 주께서 ㄱ변호하러 일어서시며

백성들을심판하려고서시도다.
14 주께서 그의 백성의 원로들과

그 ㄱ방백들을심판하시리니, 이는너
희가 ㄴ포도원을 ㄷ먹어 치웠음이요,
ㄹ가난한 자에게서 ㅁ탈취한 것이 너
희집에있음이니라.

15 너희의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
냐? 너희가 나의 백성을 쳐 산산조각
이 되게 하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
돌질 하는도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16 더욱이 주께서 이르시되, 시온
의딸들이거만하여늘인목과음란한
눈으로 다니며, ㄱ아기작거려 걸으며
그발로는짤랑짤랑소리를내므로－

17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
의 정수리를 치사 딱지가 앉게 하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의 은밀한 부분
을 ㄱ드러내실것이라.

18 그 날에 주께서 화려한 그들의
짤랑거리는 장식물과 ㄱ망사 모자와
달같은ㄴ둥근장식을,

19 사슬과팔찌와ㄱ목도리를,
20 끈 달린 모자와 다리의 장식물

과머리띠와향합과귀고리를,

102니파이후서 13:7~20

7ㄱ 히브 (상처를) 싸매는
사람; 즉, 나는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도다.

8ㄱ 렘 9:11.
ㄴ 애 1:3.

9ㄱ 창 19:1, 4~7, 24~25.
안내동성애.

10ㄱ 신 12:28.
12ㄱ 사 9:16.
13ㄱ 히브다투다. 미 6:2;

교성 45:3~5.
14ㄱ 히브통치자 또는 지도자.

ㄴ 사 5:7.
ㄷ 히브소모 되다 또는

타다.
ㄹ 니후 28:12~13.
ㅁ 설명횡령해서 취득하다.

16ㄱ 설명꾸민 몸짓으로 짧게
잰 걸음으로 걷는 것.

17ㄱ 히브폭로하다; 숙어로
“부끄러움을 주려고

하다.”
18ㄱ 아마 머리 그물일 것임.

18~23절에 열거된 여성
장식물의 성격에 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항상
일치되지 않는다.

ㄴ 설명초승달 모양의
장식물.

19ㄱ 히브휘장.



103 니파이후서 13:21~14:6

21 반지와코걸이를,
22 ㄱ갈아입는 여러 벌의 의복과

망토와 너울과 머리를 곱슬하게 하
는핀을,

23 ㄱ거울과세마포와두건과면박
을제하여버리시리라.

24 또 이렇게 되리니 향기로운 냄
새를 대신하여 악취가, 허리띠를 대
신하여 찢어진 ㄱ틈이, 잘 가꾸어진
머리를대신하여벗어진머리가, ㄴ화
려한 옷을 대신하여 굵은 베옷이,
ㄷ태우는 것이 아름다움을 대신하여
있으리라.

25 너의남자들은칼에, 너의용사
들은전쟁중에엎드러질것이니라.

26 또 시온의 문들은 슬퍼하며 곡
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
으리라.

제 14 장

시온과 그 딸들은 복천년의 날에 구
속받고 깨끗하게 될 것임－이사야 4
장과비교하라. 주전559~545년경.

또그날에일곱여자가한남자를붙
잡고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이름으로우리를칭하게하여
우리의ㄱ수치를제하게하라하리라.

2 그 날에 주의 ㄱ가지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이요, 땅의 소산은 이
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 훌
륭하고아름다울것이니라.

3 또 이렇게 되리니 시온에 남아
있으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들, 곧예루살렘에서산자가운데기
록된 모든 자는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리니－

4 ㄱ곧 주께서 심판의 영과 ㄴ불사
름의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
을 ㄷ씻어버리시며, 예루살렘의피를
그가운데서정결하게하셨을때라.

5 또 주께서 시온 산의 모든 거처
위에와, 그 집회 위에 낮으로는 ㄱ구
름과 연기를, 밤으로는 타오르는 불
의 비췸을 창조하시리니, 이는 시온
의 모든 영광 위에 보호가 있을 것임
이니라.

6 또 성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만들고, 폭풍과 비를
피하는ㄱ피난처와은신처가되리라.

제 15 장

주의 포도원(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고, 그의 백성들은 흩어질 것임－
배도되고 흩어진 상태의 그들에게
화가 임할 것임－주께서 기를 드시
고이스라엘을모으실것임－이사야
5장과비교하라. 주전559~545년경.

22ㄱ 히브찬란한 의상.
23ㄱ 또는 투명한 의상.
24ㄱ 히브누더기 옷.

ㄴ 또는 로브.
ㄷ 또는 낙인(노예의 표시).

14 1ㄱ 설명결혼하지

않았거나 자녀가 없다는
낙인.

2ㄱ 사 60:21; 니후 3:5; 
야곱 2:25.

4ㄱ 설명주께서 지구를
깨끗하게 하실 때.

ㄴ 말 3:2~3; 4:1.
ㄷ 안내씻다, 씻음을 받은,

씻음.
5ㄱ 출 13:21.
6ㄱ 사 25:4; 교성 115:6.



그때내가 나의 몹시 사랑하는 자에
게 ㄱ노래하되, 그의 포도원을 두고
내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부르리라.
나의몹시사랑하는자에게포도원이
있음이여심히기름진언덕에로다.

2 그가그것에울타리를두르고거
기돌을걷어내고, 그곳에가장뛰어
난ㄱ포도나무를심고, 그가운데망대
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주 틀을 만들
었도다. 그가 그것이 포도 맺기를 바
랐더니그것이들포도를맺었도다.

3 이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
람들아, 내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나
와내포도원사이에판단하라.

4 내가 거기에 행한 것 외에 나의
포도원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었으랴?
내가 그것이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
늘, 그것이 들포도를 맺었음은 어찜
인고.

5 그런즉 이제 기다리라. 내가 나
의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 너희에
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ㄱ걷
어치워 버리리니 그것이 먹힐 것이
며, 내가그담을헐리니그것이짓밟
힐것이니라.

6 또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
니, 그것이 가지침이나 일굼을 받지
못하여 ㄱ찔레와 가시가 올라올 것이
라.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ㄴ비를내리지않게하리라.
7 이는 만군의 주의 ㄱ포도원은 이

스라엘의 집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
의기뻐하시는나무임이라. 그가 ㄴ공
평을바라셨더니, 보라, 학대요, 의로
움을 바라셨으나, 보라, 부르짖음이
었도다.

8 ㄱ집에 집을 연하여 자리가 있을
수 없을 때까지 하여, 땅 가운데 ㄴ홀
로처하려는그들에게화있을진저!

9 내 귀에 만군의 주께서 이르시
되, 진실로 많은 집들이 황폐할 것이
며, 크고 아름다운 성읍이 주민이 없
게되리라.

10 참으로 열 에이커의 포도원이
한 ㄱ밧을 내겠고, 한 호멜의 씨앗이
한에바를내리라하시도다.

11 아침 일찍 일어나 독주를 ㄱ좇
으며, 밤까지계속하여 ㄴ포도주로자
기를태우는그들에게화있을진저!

12 또 비파와 현금과 소고와 피리
와 포도주가 그들의 연회에 있으나,
그들이 주의 일을 ㄱ돌아보지 아니하
며, 그 손의 행사를 생각하지 아니하
는도다.

13 그러므로 나의 백성이 사로잡
혀 간 바 되었으니, 그들에게 ㄱ지식
이 없음으로 인함이며 그들의 귀인
들은 굶주리고 그들의 수많은 무리

104니파이후서 15:1~13

15 1ㄱ 설명선지자가
하나님의 자비와
이스라엘의 둔감함을
포도원을 비유하여
노래를 짓거나 시를
지음.

2ㄱ 렘 2:21.
5ㄱ 시 80:12.
6ㄱ 사 7:23; 32:13.

ㄴ 렘 3:3.
7ㄱ 안내포도원, 주의.
ㄴ 또는 공의.

8ㄱ 미 2:1~2.
ㄴ 설명혼자 살도록

남겨지다. 부자인 토지
주인이 가난한 자의
작은 농지를 흡수하다.

10ㄱ 겔 45:10~11.

11ㄱ 잠 23:30~32.
ㄴ 안내지혜의 말씀.

12ㄱ 시 28:5.
13ㄱ 호 4:6. 

안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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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갈증으로말랐느니라.
14 그러므로 지옥이 스스로 크게

하여 그 입을 한량없이 벌렸으니, 그
들의 영광과 그들의 수많은 무리와
그들의 화려함과 기뻐하는 자가 내
려가서그리로들어가리라.

15 또천한자는낮추어질것이요,
강한 자는 겸손하게 될 것이며, 거만
한자의눈도겸손하게될것이니라.

16 그러나만군의주는 ㄱ공평함으
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
님은 의로움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
으시리라.

17 그때에 어린 양들이 그 습성대
로 먹을 것이요, 살진 자들의 황폐한
곳을외인들이먹으리라.

18 ㄱ헛된 것으로 줄을 삼아 죄악
을 끌며, ㄴ수레 밧줄로 함같이 죄를
끄는그들에게화있을진저,

19 그들이이르기를그는 ㄱ신속함
을 내어 그의 일을 서둘러 우리로 그
것을 ㄴ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권고로 가까이 이르
고 임하게 하여, 우리로 그것을 알게
할것이라하는도다.

20 ㄱ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
라 하며, ㄴ어둠으로 빛을 대신하고,
빛으로 어둠을 대신하며, 쓴 것으로

단것을대신하고, 단것으로쓴것을
대신하는그들에게화있을진저!

21 자기 스스로의 눈에 ㄱ현명한
자들과 자기 스스로의 보기에 명철
한자들에게화있을진저!

22 포도주마시기에강한자와, 독
주를 혼합하기에 유력한 그들에게
화있을진저,

23 그들이 삯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하며의인에게서그의를 ㄱ빼
앗는도다.

24 그러므로 ㄱ불이 ㄴ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또불꽃이 ㄷ겨를소멸함같
이, 그들의뿌리가썩음이되겠고, 그
들의 핀 꽃은 티끌처럼 올라가리니
그들이 만군의 주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ㄹ멸시하였음으로인함이니라.

25 그러므로주의ㄱ노여움이그백
성에게 대하여 불붙었고, 그는 그들
을 대적하여 그 손을 내뻗어 그들을
치신지라, 언덕들은떨었으며그들의
시체는 거리 한가운데서 찢기어졌었
도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여움이 돌이켜지지 아니하였으되
그의손은여전히뻗어있느니라.

26 또 그가 먼 나라들에게 ㄱ기를
드시고땅끝에있는그들에게 ㄴ휘파

16ㄱ 안내예수 그리스도－
심판자.

18ㄱ 안내헛된, 헛된 것.
ㄴ 설명그들은 짐을 진

짐승처럼 죄로 묶여
있다.

19ㄱ 렘 17:15.
ㄴ 설명그들은 메시야를

보기 전에는 그를 믿지
아니할 것이다.

20ㄱ 모로 7:14, 18; 
교성 64:16; 121:16.

ㄴ 요1 1:6.
21ㄱ 잠 3:5~7; 니후 28:15.
23ㄱ 설명그의 합법적 권리를

빼앗다.
24ㄱ 옵 1:18; 말 4:1~2; 

니후 20:17.
ㄴ 욜 2:5; 니전 22:15, 23;

니후 26:4, 6; 

교성 64:23~24; 133:64.
ㄷ 눅 3:17; 모사 7:29~31.
ㄹ 삼하 12:7~9.

25ㄱ 교성 63:32; 모세 6:27.
26ㄱ 안내기.

ㄴ 또는 휘파람; 즉,
집합하기 위한 신호. 
사 7:18; 니후 29:2.



람을부시리니, 보라, 그들이빨리신
속히 ㄷ올 것이며, 그들 중 아무도 지
치거나넘어지지아니할것이라.

27 아무도 졸거나 잠자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가 풀리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신발끈이 끊
어지지도아니할것이며,

28 그들의 화살은 날카로울 것이
며, 그들의 모든 활은 당기어졌으며,
그들의말발굽은부싯돌같이그들의
차바퀴는 회리바람같이, 그들의 부
르짖음은사자같이여겨질것이라.

29 그들이어린 ㄱ사자같이부르짖
을 것이라. 참으로 그들이 부르짖으
며 잡은 것을 움켜쥐고 안전하게 가
져가리니, 건질자가없으리로다.

30 또그날에그들이바다의노호
함같이 그들에게 대하여 부르짖을
것이요, 만일 그들이 땅을 바라보면,
보라, 어둠과슬픔이라. 그곳하늘에
빛이어두워졌도다.

제 16 장

이사야가 주를 봄－이사야의 죄가
사하여짐－그가예언하도록부름받
음－그가그리스도의가르침이유대
인들에의해거부됨을예언함－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임－이사야 6장과
비교하라. 주전559~545년경.

웃시야 왕이 죽던 ㄱ해에 내가 또한
주께서 높고 들린 보좌 위에 앉으신
것을보았는데, 그의 ㄴ옷자락이성전
에가득하더라.

2 그 위로는 ㄱ스랍들이 섰는데 각
기여섯날개가있어, 둘로는그얼굴
을 가리었고,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
고, 둘로는날더라.

3 또 서로 소리쳐 이르되, 거룩하
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 온 땅이 그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하더라.

4 이에 소리치는 자의 음성에 ㄱ문
기둥이 움직이며, 집에 연기가 충만
한지라.

5 그때에 내가 말하되, 내게 화 있
도다! 이는 내가 ㄱ망하게 되었음이
라. 이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함으로 인함이니, 이는 내 눈이 만
군의주이신왕을뵈었음이로다.

6 그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집게
로 제단에서 취한 바, 핀 ㄱ숯 하나를
그손에가지고내게로날아와,

7 또 그것을 내 입에 놓으며, 이르
되 보라, 이것이 네 입술에 닿았으니
네 ㄱ죄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
하여졌느니라하더라.

8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나
니,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

106니파이후서 15:27~16:8

26ㄷ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집합.

29ㄱ 3니 21:12~13.
16 1ㄱ 설명기원전 750년경.

ㄴ 설명그의 옷자락 또는
옷의 치마.

2ㄱ 안내그룹.

4ㄱ 히브흔들리는 문지방의
기초.

5ㄱ 히브단절 되다. 즉, 자기
자신과 자기의 백성의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압도 되다.

6ㄱ 설명씻음의 상징.

7ㄱ 안내죄 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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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여기있나이다. 나를보
내소서하였더라.

9 이에 그가 이르시되, 가서 이 백
성에게이르라－너희가과연듣거니
와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으며, 너희
가 과연 보거니와 그들이 알지 못하
였느니라하더라.

10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
며, 그들의귀로무디게하고, 그들의
눈으로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
이그눈으로보고, 그귀로 ㄱ듣고, 그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
을까하노라.

11 그때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
느 때까지니이까? 말씀하시되 성읍
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집들
에는사람이없고, 이땅이온전히황
폐하게되며,

12 그리고 주께서 사람들을 멀
리 ㄱ옮겨 가셨을 때까지니, 이는 이
땅 가운데 큰 저버림이 있을 것임이
니라.

13 그러나 그래도 십분의 일이 있
어 그들이 돌아올 것이며, 그리고 보
리수같이 또 상수리나무같이 먹힐
것이나, 그것들이 그 잎을 떨어뜨릴
때에도 그 본체는 그들 안에 있나니,
그와 같이 거룩한 씨가 그 ㄱ본체가
되리라.

제 17 장

에브라임과수리아가유다를대적하
여 전쟁을 벌임－그리스도는 한 처
녀에게서 태어날 것임－이사야 7장
과비교하라. 주전559~545년경.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웃시야의
아들인 요담의 아들 유다 왕 아하스
때에, 수리아의 왕 르신과 르말리야
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
렘을향하여올라가서그것을대적하
여싸웠으나능히이기지못하니라.

2 혹이 다윗의 집에 고하여 이르
기를, 수리아가 ㄱ에브라임과 동맹하
였다 하는지라, 그의 마음과 그의 백
성의 마음이 숲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림같이흔들렸느니라.

3 그때에주께서이사야에게이르
시되, 너와 네 아들 ㄱ스알야숩은 이
제 나아가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있는
윗못수로끝에서아하스를만나,

4 그리고그에게이르기를삼가며
조용하라. 이 연기 나는 부지깽이 두
꼬리로 인하여 수리아가 함께 한 르
신과 르말리야의 아들의 맹렬한 노
여움으로 인하여 ㄱ두려워 말며 약하
게되지말라.

5 수리아와 에브라임과 르말리야
의 아들이 너를 대적하여 악한 꾀를

10ㄱ 마 13:14~15.
12ㄱ 왕하 17:18, 20.
13ㄱ 설명마치 나무처럼,

비록 그 잎이
흩어질지라도, 생명과
씨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아직 그 안에

남아 있다.
17 2ㄱ 설명북 이스라엘

전체가 북방 지파들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에브라임의 이름으로
불리어졌다.

3ㄱ 히브남은 자들은 돌아

올 것이다.
4ㄱ 설명공격을 두려워

말라. 두 왕은 전의가
없다.



내어이르기를,
6 우리가올라가유다를쳐서그를

괴롭게하고, 우리를위하여그를ㄱ파
하고그가운데한왕을세우자, 바로
다브엘의아들이라하였으므로,

7 이같이주하나님께서말씀하시
느니라, 그 꾀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도못하리라.

8 이는수리아의머리는다메섹이
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육십
오 년 내에 에브라임이 깨어져 백성
이되지못할것임이라.

9 또에브라임의머리는사마리아
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야의
아들이라. 만일너희가믿지 ㄱ않을진
대 정녕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10 더욱이 주께서 다시 아하스에
게일러이르시되,

11 너는 주 네 하나님께 한 가지
ㄱ표적을구하라. 그것을깊은데서든
지아니면위로높은데서구하라.

12 그러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으며 나는 주를 ㄱ시
험하지도아니하겠나이다한지라.

13 이에그가이르되, 다윗의집이
여, 너희는 이제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함이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나의 하나님 역시 괴롭히려
하려느냐?

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
게 한 가지 표적을 주시리라－보라
ㄱ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요, 그이름을ㄴ임마누엘이라하리라.

15 버터와꿀을그가먹을것이요,
그리하여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
할줄알게되리니,

16 이는 그 ㄱ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
는 땅이 ㄴ두 왕에게서 버림을 받을
것임이라.

17 주께서 ㄱ에브라임이 유다에게
서 떠나던 날로부터 이르지 아니한
날들을 네 위에, 그리고 네 백성 위
에, 그리고 네 아버지의 집에 ㄴ임하
게하시리니곧앗수르왕이라.

18 또 그 날에 이같이 되리니, 주
께서 ㄱ휘파람소리로애굽의맨끝에
있는 파리와 앗수르 땅에 있는 벌을
부르시리라.

19 이에 그것들이 와서는 그것들
모두가 황폐한 골짜기에, 바위틈에
와, 모든 가시나무 위에와 모든 덤불
위에앉으리라.

20 그 같은 날에 주께서는 세내어
온 삭도를 가지시고, 하수 저편에 있
는자들로 ㄱ앗수르왕으로그머리와
발의털을 ㄴ미시리니, 그것이수염도
소멸하리라.

21 또 그 날에 이렇게 되리니, 한

108니파이후서 17:6~21

6ㄱ 히브분할하다.
9ㄱ 대하 20:20.

11ㄱ 안내표적.
12ㄱ 설명증명하다.
14ㄱ 안내동정.

ㄴ 히브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안내임마누엘.
16ㄱ 니후 18:4.

ㄴ 왕하 15:30; 16:9.
17ㄱ 왕상 12:16~19.

ㄴ 대하 28:19~21.
18ㄱ 또는 휘파람; 즉, 신호,

소환. 사 5:26.

20ㄱ 왕하 16:5~9.
ㄴ 설명그 땅은 외국의

침입자에 의해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109 니파이후서 17:22~18:9

사람이 어린 암소 하나와 양 둘을
ㄱ기를것이며,

22 또 이렇게 되리니 그것들이 내
는 젖이 많으므로 그가 버터를 먹을
것이라. 이는그땅에남은자들이모
두버터와꿀을먹을것임이니라.

23 또 그 날에 이렇게 되리니 천
주에 ㄱ은 천 개 하던 포도나무가 있
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나는 곳이
될것이라.

24 화살과 활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리로 오리니, 온 땅이 찔레와 가시
가될것으로인함이라.

25 또곡괭이로일구어질모든산,
그리로는 찔레와 가시의 두려움이
오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소를 보내
며ㄱ작은가축이밟는곳이되리라.

제 18 장

그리스도는 걸림 돌과 걸려 넘어지
는 바위가 되실 것임－주를 찾고, 주
절거리는마술사를찾지말라－율법
으로 또 증거로 돌이켜서 인도를 구
하라－이사야 8장과 비교하라. 주전
559~545년경.

더욱이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르시
되, 너는큰두루마리를취하여그안
에 사람의 붓으로 ㄱ마헬살랄하스바

스에관하여기록하라하시니라.
2 이에 내가 나를 위하여 진실한

ㄱ증인을 취하여 기록하게 하였으니,
제사장우리야와여베레기야의아들
스가랴라.

3 그리고 내가 ㄱ여선지에게로 갔
더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
라,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마헬살랄하스바스라하라.

4 이는 보라, 그 ㄱ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ㄴ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
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ㄷ노략물이 앗
수르왕앞에옮긴바될것임이니라.

5 주께서 다시 또 내게 일러 이르
시되,

6 이 백성이 잔잔히 흐르는 ㄱ실로
아물을거절하고, ㄴ르신과르말리야
의아들을기뻐하나니,

7 그러므로 이제 보라, 주가 세차
고많은강물곧앗수르왕과그모든
영광을 ㄱ그들위에이끌어올리리니,
그가 그의 모든 수로를 넘어 올라오
고그의모든둑을넘어갈것이니라.

8 또그가유다를 ㄱ통과할것이요,
그가 넘치고 넘어갈 것이며, 그가 목
에까지미치리니, ㄴ임마누엘이여, 그
의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9 너희백성들아, 서로 ㄱ연합하라,
너희가 산산조각으로 깨어지리라.

21ㄱ 설명소수의 자활하는
생존자만이 남을
것이다.

23ㄱ 또는 은 조각.
25ㄱ 히브양 또는 염소.
18 1ㄱ 설명멸망이

임박하다.

2ㄱ 안내증거.
3ㄱ 설명그의 아내.
4ㄱ 니후 17:16.
ㄴ 사 8:4.
ㄷ 왕하 15:29.

6ㄱ 창 49:10; 
조성,창 50:24.

ㄴ 사 7:1.
7ㄱ 설명먼저 북방 이스라엘

위에.
8ㄱ 설명앗수르는 유다도

역시 꽤뚫을 것임.
ㄴ 안내임마누엘.

9ㄱ 설명동맹을 형성함.



또 먼 나라의 너희는 모두 귀를 기울
일지어다. 너희허리에띠를띠라, 너
희가 산산조각으로 깨어지리라. 너
희 허리에 띠를 띠라, 너희가 산산조
각으로깨어지리라.

10 함께꾀하라, 그것이허사가되
리라. 말을 해 보아라, 그것이 서지
못하리라. ㄱ이는하나님이우리와함
께하심이니라.

11 이는 주께서 강한 손으로 이같
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지시하사
이 백성의 길로 행하지 말도록 하셨
음이니이르시되,

12 이 백성이 ㄱ동맹하자 말할 모
든 자에게 너희는 동맹하자 말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움을 너희는 두려
워말며무서워하지도말라.

13 만군의 주 그를 거룩히 하며,
그로 너희의 ㄱ두려움이 되게 하고,
그로너희의무서움이되게하라.

14 그리하면 그가 ㄱ성소가 되실
것이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
는걸림 ㄴ돌과걸려넘어지는바위가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덫과올무가되시리라.

15 그리하여 그들 중에 많은 자들
이 ㄱ걸리며, 넘어지며, 부러지며, 덫

에빠지며, 잡힐것이니라.
16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ㄱ율법

을나의제자들가운데인봉하라.
17 그리고 나는 야곱의 집으로부

터그얼굴을 ㄱ숨기시는주를의지하
고, 기다리며, 그를바라보겠노라.

18 보라, 나와 주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ㄱ표적과 기
사가 되나니, 이는 시온 산에 거하시
는만군의주로말미암은것이니라.

19 또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ㄱ신접한 자들에게와 주절거리며 중
얼거리는 ㄴ마술사에게 구하라 하
면－ㄷ백성이 ㄹ죽은자로부터듣고자
하는 산 자를 위하여 자기 하나님께
구할것이아니냐?

20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만일 ㄱ그들이 이 말씀에
맞게 말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들
안에빛이없는연고니라.

21 이에 ㄱ그들이곤고하고굶주려
서 그것을 통과할 것이며, 또 이렇게
되리니, 그 주릴 때에 그들이 안달하
여 그들의 왕과 그들의 하나님을 저
주하고, 위를쳐다볼것이니라.

22 또그들이땅을바라보고, 환난
과 흑암과 고뇌의 어둠을 목격하리

110니파이후서 18:10~22

10ㄱ 설명유다(임마누엘의
땅)를 살려 놓을 것임.
시 46:7.

12ㄱ 설명유다는 안전을
위해서 다른 이들과의
은밀한 음모에 의지하지
말아야 함.

13ㄱ 설명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겸손해야 함.

14ㄱ 겔 11:15~21.
ㄴ 벧전 2:4~8; 

야곱 4:14~15.
15ㄱ 마 21:42~44.
16ㄱ 히브가르침 또는 교리.

안내복음.
17ㄱ 사 54:8.
18ㄱ 설명이사야와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 각각
“여호와 구원하시다,”
“먹이를 서두르다,”
“남은 자는 돌아 올
것이다”를 뜻함.

니후 17:3; 18:3.
19ㄱ 레 20:6.

ㄴ 설명점술사.
ㄷ 삼상 28:6~20.
ㄹ 설명 대신하여.

20ㄱ 설명 영매(또한
21~22절에서도).

21ㄱ 설명 이스라엘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사로잡혀 갈
것임.



111 니파이후서 19:1~12

니, 그들이흑암으로쫓겨가리라.

제 19 장

이사야가메시야처럼말함－흑암중
에 있던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임－우
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남－그는 평
강의 왕이 될 것이며 다윗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임－이사야 9장과 비
교하라. 주전559~545년경.

그럼에도불구하고 그 어둠은 그의
고통 중에 그러하였던 것 같지는 아
니하였으니, 그때그가처음에 ㄱ스블
론 땅과 납달리 땅을 가벼이 괴롭게
하시고, 그 후에 열국의 갈릴리 요단
저편 홍해 길 지경을 더욱 혹심히 괴
롭게하셨더라.

2 ㄱ흑암중에행하던백성이큰빛
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
는자들그들위에빛이비취었도다.

3 주께서나라를창성하게하시고
기쁨을 ㄱ더하게 하셨사온즉－그들
이추수때의즐거움을따라, 또사람
들이 탈취물을 나누는 때 기뻐함같
이주앞에서기뻐하오니이다.

4 이는 주께서 그의 짐의 멍에와
그 어깨의 몽둥이 그의 압제자의 막
대기를꺾으셨음이니이다.

5 이는 전사의 모든 싸움은 혼란

한 소음과 피에 구른 옷으로 행하여
지나, 이것은 불사름과 불의 연료로
행하여질것임이니이다.

6 이는 우리에게 한 ㄱ아기가 났고
우리에게한아들을주셨으니, ㄴ정사
가 그 어깨 위에 있을 것이며, 그 이
름은 경이로운 자라, 모사라, ㄷ능하
신 하나님이라, ㄹ영존하시는 아버지
라, ㅁ평강의왕이라할것임이라.

7 그 ㄱ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ㄴ끝
이 없으며, 다윗의 보좌 위에서와 그
의 왕국 위에서 그것을 정비하며, 이
제로부터 곧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
로 그것을 굳게 세우실 것이라. 만군
의주의열심이이를이루시리라.

8 주께서 야곱에게 그의 말씀을
보내시매 그 말씀이 ㄱ이스라엘에 임
하였으니

9 또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
마리아의 주민이 알 것이어늘, 그들
이 마음의 교만함과 완악함으로 이
르기를,

10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
듬은 돌로 쌓을 것이요, 뽕나무들이
찍혔으나우리는그것들을백향목으
로바꾸리라하느니라.

11 그러므로주께서 ㄱ르신의대적
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
수들을함께연합시키시리라.

12 앞에는 수리아 사람이요 뒤에

19 1ㄱ 마 4:12~16.
2ㄱ“어둠”과“캄캄함”은

배도와 사로잡혀감이고
“큰 빛”은
그리스도이시다.

3ㄱ 사 9:3.
6ㄱ 사 7:14; 눅 2:11.

ㄴ 마 28:18.
ㄷ 딛 2:13~14.
ㄹ 앨 11:38~39, 44.
ㅁ 요 14:27.

7ㄱ 안내정부.
ㄴ 단 2:44.

8ㄱ 설명다음에

이어지는(8~21절)
예언적 메시지는
이스라엘이라 하는 북방
열 지파에 대한 경고.

11ㄱ 왕하 16:5~9.



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입을 벌
려 이스라엘을 ㄱ삼키리라.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의 ㄴ노여움이 돌
이켜지지 아니하였으되, 그의 손은
여전히뻗어있느니라.

13 이는 이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
는이에게로 ㄱ돌이키지아니하며, 만
군의주를찾지도아니함이라.

14 그러므로 주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에서 머리와 꼬리 가지와
갈대를끊어버리시리라.

15 원로인 그는 머리요, 거짓말을
가르치는선지자인그는꼬리라.

16 이 백성의 인도자들이 그들로
그르치게 하니, 그들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멸망을당하는도다.

17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젊은
이들을 기뻐 아니하시고 그들의 고
아와 과부들을 ㄱ긍휼히 여기지 아니
하시리니, 이는 그들이 각기 모두가
위선자요, 행악자이며, 모든 입이
ㄴ어리석음을말함이라. 이모든것에
도 불구하고 그의 노여움이 돌이켜
지지아니하였으되, 그의 ㄷ손은여전
히뻗어있느니라.

18 대저 사악함은 불같이 태우는
것이라. 그것이 찔레와 가시를 삼킬
것이요, 우거진 숲에 붙으리니, 그것
들이 연기가 위로 치솟음같이 오르
리라.

19 만군의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땅이 어두워졌으며, 백성은 불을 지
필땔감과같으리니, ㄱ아무도자기의
형제를아끼지아니하리라.

20 또 그가 오른편으로 움킬지라
도 주릴 것이며, 그가 왼편으로 ㄱ먹
을지라도, 그들이 만족하지 못할 것
이라. 그들이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으리니－

21 ㄱ므낫세는 ㄴ에브라임을, 그리
고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
요, 또 그들이 함께 ㄷ유다를 대적하
리라.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여움이 돌이켜지지 아니하였으되,
그의손은여전히뻗어있느니라.

제 20 장

앗수르의 멸망은 재림시 사악한 자
의 멸망의 한 예표임－주께서 다시
오시는 이후까지 남을 자는 얼마 되
지 않음－그 날에 야곱의 남은 자들
이 돌아올 것임－이사야 10장과 비
교하라. 주전559~545년경.

불의한법령을 공포하며 자기가 규
정한 가혹함을 기록한 자에게 화 있
을진저,

2 그들은 궁핍한 자를 물리쳐 ㄱ공
평을얻지못하게하며, 내백성의가
난한자에게서권리를박탈하여, ㄴ과
부로 그들의 먹이가 되게 하며 고아

112니파이후서 19:13~20:2

12ㄱ 왕하 17:6, 18.
ㄴ 사 5:25; 10:4.

13ㄱ 암 4:6~12.
17ㄱ 안내자비로운, 자비.

ㄴ 니후 9:28~29.
ㄷ 야곱 5:47; 6:4.

19ㄱ 미 7:2~6.
20ㄱ 신 28: 53~57.
21ㄱ 안내므낫세.

ㄴ 안내에브라임.
ㄷ 안내유다.

20 2ㄱ 또는 공의.

ㄴ 안내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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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것을약탈하는도다.
3 너희는 ㄱ벌하시는 날에와, 멀리

서 오는 황폐 속에서 무엇을 하려느
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
하려느냐? 또 너희의 영광을 어디에
두려느냐?

4 내가 함께 하지 아니한즉 그들
이 갇힌 자의 아래에 절하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러지리라.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여움
이 돌이켜지지 아니하였으되, 그의
손은여전히뻗어있느니라.

5 오 나의 분노의 막대기 앗수르
사람이여, 그들의 손에 있는 몽둥이
는ㄱ그들의분노라.

6 내가 그를 보내어 위선의 나라
를 ㄱ치게 하되,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려 나의 진노의 백성을 쳐서 탈취
하며, 노략하며, 그들을 거리의 진흙
같이짓밟게하리라.

7 그러하거늘 그의 뜻은 이 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 같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에 품은 생
각은 적지 않은 나라를 멸하며 끊어
버리려하는것이라.

8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의 방백
들은모두다왕이아니냐?

9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
냐?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냐?
사마리아는다메섹과같지아니하냐?

10 ㄱ내 손이 우상들의 왕국들을

세웠고, 그들의 새긴 신상이 예루살
렘과사마리아의그것보다우세하였
나니,

11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들에
게 행한 것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
들에게행하지않겠느냐함이라.

12 그런즉 이렇게 되리라. 주께서
그의 일을 시온 산 위에와 예루살렘
위에 다 행하셨을 때, 내가 ㄱ앗수르
왕의완악한마음의 ㄴ열매와그의높
은눈의영광을벌하리니,

13 이는 ㄱ그가 이르기를,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나는 이 일들을 행하
였나니, 이는내가총명함이라. 또내
가 백성의 경계를 옮겼고, 그들의 보
화를 약탈하였으며, 또 내가 용감한
자같이주민들을굴복시켰으며,

14 또 나의 손이 백성들의 재물을
새의 보금자리같이 발견하였고, 사
람이 버려진 알을 모음같이 내가 온
세계를 모았으나, 날개를 움직이거
나, 입을벌리거나, 지저귀는것이하
나도없었다함이라.

15 ㄱ도끼가 그것을 가지고 찍는
자에게 자기를 자랑하겠느냐? ㄴ톱이
그것을 켜는 자를 대하여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마치 막대기가 그
것을 치켜드는 자에게 스스로를 휘
두르려 하거나, 마치 몽둥이가 나무
가 아닌 듯 스스로를 들어올리려 함
과같도다.

3ㄱ 설명형벌.
5ㄱ 사 10:5.
6ㄱ 설명이스라엘을

대적하여.
10ㄱ 설명앗수르의 손 안에

있는 왕.

12ㄱ 습 2:13.
ㄴ 설명교만하게 자만하는

것.
13ㄱ 설명앗수르 왕

(13~14 절).
15ㄱ 설명선지자는 임금을

도구로 비유함.
ㄴ 이 구절에 있는 모든

은유는 같은 질문임:
사람(예: 앗수르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번성하는가?



16 그러므로 주 만군의 주께서 그
의 살진 자들 가운데 여윔을 보내실
것이요, ㄱ그의영광의아래에불붙게
하사, 불이타는것같이타게하실것
이라.

17 또이스라엘의빛은불이되고,
그의 거룩한 자는 불꽃이 되어 탈 것
인즉,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그의
찔레를삼킬것이며,

18 그의 삼림과 그의 기름진 밭의
영광을 ㄱ영혼과 몸을 아울러 소멸하
시리니, 그들이 기를 든 자가 실신할
때같이되리라.

19 또 그의 삼림의 나무의 ㄱ나머
지가 희소하여, 어린아이라도 능히
기록할수있으리라.

20 또 ㄱ그 날에 이렇게 되리니 이
스라엘의남은자와야곱 ㄴ집의도피
한자같은자들이다시는더이상그
들을 친 자를 ㄷ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주를 진실
히의지하리라.

21 ㄱ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들
이능하신하나님께로돌아오리라.

22 이는 비록 네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들의 남
은 자가 돌아올 것임이니, 명하신
ㄱ소멸이 의로 ㄴ가득차게 할 것임이

니라.
23 이는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실

로 온 땅에 정해진 ㄱ소멸을 행하실
것임이니라.

24 그러므로 이같이 주 만군의 하
나님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하는
나의 백성들아 앗수르인을 두려워
말라. 그가 애굽의 ㄱ방식을 따라 막
대기로 너를 치며 너를 대적하여 그
의몽둥이를들리라.

25 대저 아주 잠깐 동안이면 분노
가 그칠 것이요, 나의 노여움은 그들
의멸망중에그치리라하시도다.

26 또만군의주께서그를칠채찍
을 흔들어 일으키시되, 오렙의 반석
에서 ㄱ미디안 사람을 살육하신 것처
럼 하실 것이요, 그의 막대기가 바다
위에 있었던 것같이 그가 애굽의 방
식을따라그것을드실것이라.

27 또 그 날에 이렇게 되리니, 그
의무거운 ㄱ짐이네어깨에서벗어지
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질 것
이며, ㄴ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그 멍
에가부서지리라.

28 ㄱ그가아얏에이르렀고지나서
미그론으로 갔으며, 믹마스에 그 수
레를멈추었도다.

29 그들이 통로를 넘어 게바에 그

114니파이후서 20:16~29

16ㄱ 설명앗수르 왕(또한
17~19절).

18ㄱ 설명앗수르는 완전히
사라질 것임.

19ㄱ 설명앗수르 군대의 남은
자들.

20ㄱ 설명후일.
ㄴ 암 9:8~9.
ㄷ 설명달려 있다.

21ㄱ 사 11:11~12.

22ㄱ 교성 63:34. 
안내세상－세상의 끝.

ㄴ 설명 형벌이 임할
때라도 자비가 베풀어질
수 있음.

23ㄱ 설명 선포된 멸망
때문에.

24ㄱ 설명 일찍이 애굽인들이
행한 것같이. 
출 1:13~14.

26ㄱ 창 25:1~2; 삿 7:25.
27ㄱ 사 14:25.

ㄴ 안내기름 부음을 받은
자.

28ㄱ 앗수르 군대의 예루살렘
진격로를 더듬어 봄;
그러고 나서(33~34절)
그들에 대한 주의
행동이 비유적으로
서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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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를 잡았으니, 라맛은 두려워하
고사울의기브아는도망하였도다.

30 갈림의 딸이여, 목소리를 높일
지어다. 가련한 아나돗이여, 그것으
로라이사에게들리게할지어다.

31 맛메나는 옮기웠고 게빔의 주
민은도망하려고서로모이도다.

32 아직은 그 날에 그가 놉에 머
물것이며, 그가시온딸의산예루살
렘의 언덕에 대하여 그 손을 흔들리
로다.

33 보라, 주 곧 만군의 주께서 무
섭게가지를자르시리니, 그 ㄱ장대한
자들이 찍힐 것이요, 거만한 자가 낮
아질것이니라.

34 또그가쇠로빽빽한삼림을베
시리니, 레바논이 능한 자에 의하여
무너지리라.

제 21 장

이새의 줄기(그리스도)가 의 가운데
심판할것임－복천년때에하나님의
지식이 땅을 덮을 것임－주께서 기
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모으실
것임－이사야 11장과 비교하라. 주
전559~545년경.

그리고ㄱ이새의 ㄴ줄기에서한 ㄷ어린
가지가 나올 것이며, 그의 뿌리에서
한가지가자라날것이라.

2 주의 ㄱ영이 그의 위에 머무시리
니, 지혜와총명의영이요, 모략과능
력의 영이요, 지식과 또 주를 경외하
는영이라.

3 또 그로 주를 경외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그가 그 눈에
보이는 대로 ㄱ판단하지 아니할 것이
며, 그귀에들리는대로꾸짖지아니
하리라.

4 그러나 ㄱ의로써 가난한 자를 심
판하시고, 공평으로땅의 ㄴ온유한자
를 위하여 공평으로 ㄷ책망하실 것이
며, 또 그가 그 입의 막대기로 땅을
치실 것이며, 또 그 입술의 호흡으로
악인을죽이시리라.

5 또의는그허리의띠가되며, 성
실은그몸의ㄱ띠가되리라.

6 이리가 또한 어린 양과 함께 거
할 것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할 것이며, 어린아
이가그들을인도할것이라.

7 또 암소와 곰이 먹을 것이요, 그
들의 어린 것들이 함께 누울 것이며,
사자가소처럼짚을먹을것이라.

8 또젖먹는아이가 ㄱ독사의구멍
에서 놀며, 젖 뗀 아이가 ㄴ독사의 굴
에그손을댈것이라.

9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
들이 ㄱ해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를 아

33ㄱ 힐 4:12~13.
21 1ㄱ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임. 아래의 참조는
다윗 왕가의 계보를
보여줌. 그 계보 안에서
예수가 탄생하심. 미 5:2; 

히 7:14. 안내이새.
ㄴ 교성 113:1~2.
ㄷ 교성 113:3~4.

2ㄱ 사 61:1~3.
3ㄱ 요 7:24.
4ㄱ 시 72:2~4; 모사 29:12.

ㄴ 안내온유한, 온유.
ㄷ 히브결정하다.

5ㄱ 또는 허리.
8ㄱ 애굽의 작은 독사.
ㄴ 다른 종류의 독사.

9ㄱ 사 2:4. 안내복천년.



는ㄴ지식이땅에충만할것임이니라.
10 또 ㄱ그날에이새의 ㄴ뿌리가있

어 백성의 기호로 설 것이라. ㄷ이를
ㄹ이방인들이 구하리니 그의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11 또그날에이렇게되리니주께
서 ㄱ두 번째로 그의 손을 다시 펴사,
남아 있을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앗수르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그리
고 바드로스에서, 그리고 구스에서,
그리고 엘람에서, 그리고 시날에서,
그리고 하맛에서, 그리고 바다의 섬
들에서도로찾으실것이니라.

12 또 그가 열방을 위하여 ㄱ기호
를세우시고, 이스라엘의 ㄴ쫓겨난자
들을 모으시며, 유다의 흩어진 자들
을땅사방에서함께ㄷ모으시리라.

13 에브라임의 ㄱ시기가또한떠나
겠고, 유다의 대적들은 끊어질 것이
며, 에브라임은 ㄴ유다를 ㄷ시기하지
않겠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
지아니할것이라.

14 오히려 그들은 서쪽을 향하여
블레셋 사람의 어깨 위에 ㄱ날고, 함
께 동쪽에 있는 자들을 노략할 것이
며, 그들이에돔과모압에그손을대
리니, 암몬의 자손들이 그들에게 복
종하리라.

15 또주께서애굽바다의혀를온
전히 ㄱ멸하시리니, 그의 강한 바람을
가지시고 그 손을 강 위에 흔들어 그
것을 쳐서 일곱 갈래가 되게 하사, 사
람이마른신으로건너가게하시리라.

16 또남아있을그의백성의남은
자들을 위하여, ㄱ대로가 앗수르에서
부터 있으리니, 마치 이스라엘이 애
굽 땅에서 나와 올라오던 날, 이스라
엘에게그러하였던것과같으리라.

제 22 장

복천년의 날에 모든 사람은 주를 찬
양할 것임－그가 그들 가운데 거하
실 것임－이사야 12장과 비교하라.
주전559~545년경.

또그날에네가말하기를, 주여내가
주를 찬양하겠나이다. 주께서 전에
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
여움이 돌이켜졌고, 주께서 나를 위
로하셨나이다할것이니라.

2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
라. 내가 ㄱ신뢰하고두려워아니하리
니, 주 ㄴ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
의 노래이심이라. 그가 또한 나의 구
원이되셨도다.

116니파이후서 21:10~22:2

9ㄴ 교성 101:32~33; 130:9.
10ㄱ 설명 후일. 조역 1:40.

ㄴ 롬 15:12; 교성 113:5~6.
ㄷ 또는 그에게.
ㄹ 교성 45:9~10.

11ㄱ 니후 6:14; 25:17; 29:1.
12ㄱ 안내기.

ㄴ 3니 15:15; 16:1~4.
ㄷ 느 1:9; 니전 22:10~12;

교성 45:24~25.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집합.

13ㄱ 렘 3:18.
ㄴ 안내유다.
ㄷ 유다와 에브라임에

의해 인도된 지파들은
역사적으로 적대관계에
있었다(왕상 12:6~20의
사건 이후로). 
이 적개심은 후일에

치유될 것임. 
겔 37:16~22. 
안내시기.

14ㄱ 설명 블레셋 영토였던
서쪽 기슭을 공격함.

15ㄱ 슥 10:11.
16ㄱ 사 35:8; 교성 133:27.
22 2ㄱ 모사 4:6; 힐 12:1.

ㄴ 출 15:2; 시 83:18. 
안내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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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므로기쁨으로너희가구원
의우물들에서ㄱ물을길으리로다.

4 또 그 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주
를 ㄱ찬양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백성 가운데 선포하
며, 그의이름이높임을받았다하라.

5 주께 ㄱ노래하라. 이는그가심히
훌륭한 일들을 행하셨음이니, 이것
은온땅에알려져있도다.

6 너시온의주민아, ㄱ크게외치며
소리칠지어다. 이스라엘의거룩하신
자가 네 가운데서 크심이니라 할 것
이니라.

제 23 장

바벨론의 멸망은 재림 시의 멸망의
한 예표임－그 날은 진노와 복수의
날이 될 것임－바벨론(세상)은 영원
히 멸망할 것임－이사야 13장과 비
교하라. 주전559~545년경.

아모스의아들이사야가보았던 ㄱ바
벨론에대한ㄴ경고라.

2 너희는높은산위에 ㄱ기를올리
고, 그들에게 소리를 높이며 손을
ㄴ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들의 문에
들어가게하라.

3 내가 나의 ㄱ거룩하게 된 자들에

게 명하였고 내가 또한 나의 용사들
을 불렀나니, 이는 나의 노여움은 나
의 높음을 기뻐하는 자들 위에 있지
아니함이니라.

4 산에서 수많은 무리의 떠드는
소리가 남이여, 큰 백성에게로 말미
암음같으니, 여러민족의 ㄱ왕국들이
함께 ㄴ모여 소란스러이 떠드는 소리
라. 만군의 주께서 전쟁의 군대를 소
집하시도다.

5 그들이 먼 나라에서 하늘 저 끝
에서 옴이여, 참으로 주와 그의 진노
의병기라, 온땅을멸하려함이로다.

6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주의날이가까웠으니전능자에게서
멸망같이임할것임이로다.

7 그러므로 모든 손이 약해질 것
이요, 각사람의마음이녹을것이라.

8 또 그들이 두려워할 것이요, 고
통과 슬픔이 그들을 붙잡을 것이며,
그들이 서로 보고 놀랄 것이며, 그들
의얼굴은불꽃같으리로다.

9 볼지어다, 주의 날이 임하나니,
진노와맹렬한노여움으로잔혹하게
되고,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며 그는
그 곳의 죄인들을 거기에서 ㄱ멸하실
것이라.

10 이는 하늘의 별들과 그 성좌들
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할 것이요, ㄱ해

3ㄱ 안내생수.
4ㄱ 안내감사한, 감사,

감사드림.
5ㄱ 교성 136:28.
6ㄱ 사 54:1; 습 3:14.
23 1ㄱ 사악한 바벨론의

역사적 멸망은 이사야서
13~14장에 예언되어

있으며 온 악한 세상의
궁극적 멸망의 대표적
예이다. 교성 133:5, 7,
14. 안내바벨, 바벨론.

ㄴ 설명 운명의 메시지.
2ㄱ 또는 기. 안내기.
ㄴ 설명 손을 흔들어

신호를 보냄.

3ㄱ 설명 성도.
4ㄱ 슥 14:2~3.
ㄴ 슥 12:3.

9ㄱ 안내지구－지구가
깨끗하게 됨.

10ㄱ 안내세상－세상의 끝.



가 그 나아가는 중에 어두워질 것이
며, 달이그빛을비치게아니할것임
이로다.

11 또 내가 악으로 인하여 세상을
ㄱ벌하며, 악인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벌할 것이며, 내가 ㄴ교만한
자의 오만을 그치게 하고 무서운 자
의거만을낮출것이라.

12 내가 ㄱ사람을 정금보다 더 귀
하게 하되, 참으로 사람을 오빌의 금
괴보다더귀하게하리로다.

13 그러므로 내가 하늘을 진동시
킬 것이요, 만군의 주의 진노 중에와
그가 맹렬히 노하는 날에 땅이 그 자
리에서ㄱ옮기우리라.

14 이는 마치 ㄱ쫓긴 노루와 같고
아무도 모으지 아니하는 양 같을 것
이라. 그들이 각자 자기 동족에게로
돌이키며 각기 자기 본향으로 도망
하리라.

15 교만한 자는 모두 꿰찔릴 것이
요, 또한악인과연합한자는모두칼
에쓰러지리라.

16 그들의자녀또한그들의눈앞
에서 메어침을 입어 산산조각이 되
겠고, 그들의집은노략을당하며, 그
들의아내는욕을당하리라.

17 보라 내가 은과 금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것을 기뻐하지도 아니
할 메대 사람을 격노하게 하여 그들

을치게하리라.
18 그들의 활은 또한 청년들을 메

어쳐 산산조각이 나게 할 것이며, 그
들은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
니할 것이며, 그들의 눈은 아이들을
아끼지아니하리라.

19 또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
람의 빼어난 ㄱ아름다움인 바벨론은,
하나님이 ㄴ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신
때와같이되리라.

20 그 곳에 결코 ㄱ사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곳에거할자가대대로없
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
막을 치지 아니하겠고, 목자들도 그
곳에 그들의 우리를 짓지 아니할 것
이로다.

21 그러나사막의 ㄱ들짐승들이거
기 누울 것이며, 그들의 가옥에는 음
울한 피조물이 가득할 것이며, 올빼
미들이거기거하고, ㄴ들염소들이거
기서뛸것이니라.

22 또 섬의 들짐승들이 그들의 황
폐한 ㄱ가옥에서 부르짖고, ㄴ용들이
그들의 화려한 궁전에서 부르짖을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
이 연장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을 속히 멸할 것임이니라. 과
연 그러하니 이는 내가 내 백성에게
는 자비를 베풀 것이나, 악인은 멸망
할것임이니라.

118니파이후서 23:11~22

11ㄱ 말 4:1.
ㄴ 교성 64:24.

12ㄱ 사 4:1~4.
13ㄱ 안내지구－지구의

마지막 상태.
14ㄱ 또는 사냥한 사슴.
19ㄱ 설명 헛된 것.

ㄴ 창 19:24~25; 
신 29:23; 
니후 13:9.

20ㄱ 렘 50:3, 39~40.
21ㄱ 사 34:14~15.

ㄴ 히브숫염소 또는 귀신.
22ㄱ 히브궁전.

ㄴ 히브 (아마) 자칼
또는 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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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장

이스라엘은 집합되어 복천년의 안식
을누릴것임－루시퍼는모반으로인
하여 하늘에서 쫓겨났음－이스라엘
은바벨론(세상)을이길것임－이사야
14장과비교하라. 주전559~545년경.

주께서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스라엘을다시 ㄱ택하사, 그들을그들
자신의땅에두시리니, ㄴ외인들이그
들과 연합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야
곱의집에가입할것이라.

2 또 ㄱ백성들이 그들을 취하고 참
으로 멀리 땅 끝에서부터 그들의 처
소로 데려오리니, 그들이 그들의 약
속의 ㄴ땅으로돌아올것이요, 이스라
엘의 집은 그 땅을 소유하겠고, 주의
땅은 ㄷ남종과 여종을 위한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은 자기를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을 것이며, 그들은 자
기의압제자들을다스리리라.

3 또 그 날에 이렇게 되리니, 주께
서네슬픔에서와, 네두려움에서, 그
리고 네가 섬기게 되었던 고된 속박
에서ㄱ안식을네게주실것이라.

4 그리고 그 날에 이렇게 되리니,
네가 ㄱ바벨론왕에게대하여이속담
을 취하여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금빛 찬란하던
도성이어찌그리그쳤는고!

5 주께서악인의몽둥이를통치자
들의홀을꺾으셨도다.

6 분노하여 백성을 치되 치기를
마지않던 자, 노하여 열국을 다스리
던 자가 핍박을 받으나, 아무도 막는
자가없도다.

7 온 땅이 평안하고 고요하니 그
들이ㄱ노래를발하는도다.

8 참으로 ㄱ전나무가 너를 보고 기
뻐하며, 레바논의백향목도그리하여
이르기를, 네가 ㄴ눕히웠은즉 올라와
우리를ㄷ벨자가없도다하는도다.

9 ㄱ지옥이 아래에서 너로 인하여
요동하여 네가 올 때 너를 맞이하되,
그것이 ㄴ죽은 자들 곧 땅의 모든 두
령들을 너를 위해 흔들어 일으키고,
열국의 모든 왕들로 그들의 보좌에
서일어나게하였도다.

10 그들이 모두 네게 말하여 이르
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
느냐? 너도 우리처럼 되었느냐 하리
로다.

11 네 영화가 무덤에 내리웠음이
여, 네 비파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도
다. 벌레가 네 밑에 깔렸음이여 벌레
들이너를덮도다.

12 아침의 아들 ㄱ루시퍼여! ㄴ어찌

24 1ㄱ 슥 1:17.
ㄴ 사 60:3~5, 10.

2ㄱ 설명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도울 것임.

ㄴ 안내약속의 땅.
ㄷ 사 60:14.

3ㄱ 수 1:13; 교성 84:24.
4ㄱ 안내바벨, 바벨론.

7ㄱ 사 55:12.
8ㄱ 히브디르사(cypress).
ㄴ 설명 죽음에 처한.
ㄷ 히브 (나무) 베는 자는

우리를 대적하러
나아오지 아니함.

9ㄱ 안내지옥.
ㄴ 설명 육체에서 이탈된

영혼.
12ㄱ 히브샛별, 새벽의 아들.

악한 세상(바벨론)의
통치자는 루시퍼, 모든
사악함의 통치자라
일컬어진다. 
안내악마; 루시퍼.

ㄴ 교성 76:26.



그리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열
국을 약하게 한 네가 찍히어 땅에 떨
어졌는고!

13 이는네가네마음에이르기를,
ㄱ내가하늘에올라가리라. 내가하나
님의 뭇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
라. 내가 또한 ㄴ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14 내가 구름보다 높이 올라 지
극히 높은 자처럼 되리라 하였음이
니라.

15 그러나 네가 지옥 곧 ㄱ구덩이
의맨밑에내리우리라.

16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ㄱ자세
히 살펴보며 너를 곰곰이 생각하여
이르기를, 이 자가 땅을 진동시키고
뭇왕국을뒤흔든그자이냐?

17 또세상을광야같이만들고, 그
곳의 성읍들을 파괴하며, 그의 사로
잡힌 자들의 옥을 열지 않던 그 사람
이냐하리로다.

18 열국의모든왕들, 참으로그들
은 모두 각기 ㄱ자기 집에서 영광 중
에누웠도다.

19 그러나 너는 네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ㄱ가증한 가지 같고 칼에
찔려 살육당하여 구덩이의 ㄴ돌로 내
려가는자들의남은자같으니, 발아

래밟히는주검과같도다.
20 너는 그들과 함께 장사되지 못

하리니, 이는네가네땅을멸하고네
백성을 죽인 연고니라. ㄱ행악자들의
ㄴ씨는 결코 명성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21 그들조상들의 ㄱ죄악으로인하
여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예비하여,
그들로 일어나지도, 땅을 소유하지
도, 성읍들로 세상을 채우지도 못하
게하라.

22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
라, 이는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일어
나, 바벨론에서 그 ㄱ이름과 남은 자
와아들과 ㄴ조카를끊을것임이니라,
주께서말씀하시느니라.

23 내가 또한 그것으로 해오라기
ㄱ차지가 되고, 물웅덩이가 되게 할
것이며, 내가 또 멸망의 ㄴ비로 그것
을 소제하리라, 만군의 주께서 말씀
하시느니라.

24 만군의 주께서 맹세하고 이르
시되, 반드시내가생각한대로되며,
내가작정한대로서리라－

25 곧 내가 ㄱ앗수르 사람을 내 땅
에 데려와 ㄴ내 산 위에서 그를 발 아
래 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ㄷ멍에가
그들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

120니파이후서 24:13~25

13ㄱ 모세 4:1~4.
ㄴ 설명 바벨론의 신앙에

따른 신들의 거처. 
시 48:2.

15ㄱ 니전 14:3.
16ㄱ 히브너를 곁눈질로

보다, 너를 쳐다보다.
18ㄱ 설명 그의 가족 묘지.
19ㄱ 설명 거부된 가지,

가지치기 되거나

버려진.
ㄴ 설명 가장 밑부분.

20ㄱ 안내악한, 악함.
ㄴ 시 21:10~11; 37:28.

21ㄱ 출 20:5.
22ㄱ 잠 10:7.

ㄴ 욥 18:19.
23ㄱ 사 34:11~15.

ㄴ 또는 빗자루.
25ㄱ 주제가 주전 701년

앗수르의 공격과 유다의
쇠퇴로 옮겨져
있다(24~27절). 
왕하 19:32~37; 
사 37:33~38.

ㄴ 설명 유다와 이스라엘의
산들.

ㄷ 사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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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어깨에서떠날것이라.
26 이것이온땅위에의도된목적

이요, 이것이 ㄱ모든 나라 위에 뻗어
있는손이라하셨나니,

27 만군의 주께서 작정하셨은즉
누가 폐하겠느냐? 또 그의 손이 뻗어
있은즉누가그것을돌이키겠느냐?

28 ㄱ아하스왕이죽던 ㄴ해에이경
고가있었느니라.

29 너 온 블레셋이여, 너를 치던
자의막대기가부러졌다고기뻐하지
말라. 이는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
뱀이되겠음이라.

30 또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안전한 가운데 누울 것
이로되, 내가 기근으로 너의 뿌리를
죽일것이요, 그는네남은자를도륙
하리라.

31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
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온 블레셋
이 해체되었도다. 이는 한 연기가 북
쪽에서 올 것이요, 그의 정한 시간에
아무도홀로있지않을것임이니라.

32 무엇이 그러면 열국의 사신들
에게 대답하겠느냐? 주께서 ㄱ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백성의 ㄴ가난한자
들이그것을ㄷ의뢰하리라함이니라.

제 25 장

니파이가 명백함을 기뻐함－이사야

의 예언은 마지막 날에 이해될 것
임－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
고, 메시야를십자가에못박고, 흩어
져 채찍질 당할 것임－그들이 메시
야를 믿을 때 그들은 회복될 것임－
그는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후
육백 년에 처음 오실 것임－니파이
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이스
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그리스도를
믿음. 주전559~545년경.

이제 나 니파이는 이사야의 입으로
말한 바 된 것, 곧 내가 기록한 말씀
에 관하여 얼마간 말하노라. 이는 보
라, 이사야가나의백성중많은자들
이깨닫기 ㄱ힘든것을많이말하였음
이니, 이는 유대인 가운데 예언하는
방식을그들이알지못함이니라.

2 이는 나 니파이가 그들에게 유
대인의 방식에 관한 것을 많이 가르
치지 아니하였음이니, 이는 그들의
ㄱ일이어둠의일이요, 그들의행위가
가증함의행위였음이라.

3 그리하여 나는 나의 백성을 위
하여, 또 내가 기록하는 이것들을 이
후에 받게 될 모든 자를 위하여 기록
하여, 그들로하나님의심판을, 곧그
것이 그가 하신 말씀대로 모든 나라
에임함을알게하고자하노라.

4 그런즉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내 백성이여 들으라, 그리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이사야의 말이

26ㄱ 설명 결국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이같이 무너질
것임.

28ㄱ 왕하 16:20.
ㄴ 설명 주전 720년경,

운명의 이 짐 또는
메시지는 유다가 안전한
동안 블레셋에 대한
예언임.

32ㄱ 안내시온.

ㄴ 습 3:12.
ㄷ 또는 그 안에서

피난처를 구함.
25 1ㄱ 니후 25:5~6.
2ㄱ 왕하 17:13~20.



너희에게 명백하지 아니한 연고니
라. 그러할지라도 그 말은 ㄱ예언의
ㄴ영으로 충만한 자 모두에게는 명백
하도다. 그러나나는내안에있는영
을 따라 너희에게 한 예언을 주노니,
그런즉 나는 내가 나의 부친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나오던때로부터나와
함께있어온 ㄷ명백함을좇아예언하
리라. 이는 보라, 나의 영혼이 내 백
성들을 위하여 명백함을 기뻐함이
니, 이는그들로배울수있게하려는
것이니라.

5 참으로 또한 나의 영혼은 ㄱ이사
야의 말을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예
루살렘으로부터 나왔으며, 나의 눈
이 ㄴ유대인의것을보았고, 유대인들
이 참으로 선지자들의 것을 이해하
는줄을내가앎이며, 또유대인의것
의 방식을 좇아 가르침을 받지 않고
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그들처럼 이해하는 백성이 달리 없
음이라.

6 그러나 보라, 나 니파이는 유대
인의 방식을 좇아 나의 자녀들을 가
르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보
라, 나 자신으로는 예루살렘에 거하
였나니, 그런즉 나는 그 주변의 지역
에관하여알고있으며, 또나는이사
야가 말한 모든 것을 좇아 유대인들
가운데 ㄱ이루어진바, 나의자녀들에
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나

의 자녀들에게 언급하였으되, 그것
을기록하지아니하노라.

7 그러나보라, 나는나의 ㄱ명백함
을 좇아 나 스스로의 예언으로 계속
하노니, 내가 알거니와 이를 아무도
잘못 알아들을 수 없느니라. 그러할
지라도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날, 곧 그것이 이루어질 날에 사람들
은확실히알게되리라.

8 그런즉이사야의말씀은사람의
자녀들에게 ㄱ가치가있는것이라, 그
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특별히 말하고, 말씀을 나 ㄴ자
신의 백성들에게 국한시키리니, 이
는 ㄷ마지막날에그말씀이그들에게
크게가치있을줄을내가앎이라. 이
는 그 날에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달을
것임이니, 이러므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내가이를기록하였노라.

9 또죄악으로인하여유대인가운
데한세대가 ㄱ멸망당한것같이대대
로 그들이 그들의 죄악에 따라 멸망
당하였나니, 그들 중 아무도 주의 선
지자들이 그들에게 ㄴ예고함이 없이
는결코멸망당하지아니하였느니라.

10 그리하여 나의 부친이 예루살
렘을떠난직후그들에게임할멸망에
관하여 그들에게 고한 바 되었으나,
그럼에도불구하고그들은그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고, 나의 예언대로 그
들은 바벨론에 ㄱ사로잡혀 간 자들을

122니파이후서 25:5~10

4ㄱ 안내예언, 예언하다.
ㄴ 안내성신.
ㄷ 니후 31:3; 33:5~6; 

야곱 4:13.
5ㄱ 니전 19:23; 3니 23:1.
ㄴ 안내유대인.

6ㄱ 니후 6:8; 힐 8:20~21.
7ㄱ 니후 32:7; 앨 13:23.
8ㄱ 안내경전－경전의 가치.
ㄴ 이노 1:13~16; 

몰 5:12~15; 
교성 3:16~20.

ㄷ 안내 마지막 날, 후일.
9ㄱ 렘 39:4~10; 

마 23:37~38.
ㄴ 암 3:7; 니전 1:13.

10ㄱ 왕하 24:14; 렘 5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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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는ㄴ멸망당하였느니라.
11 그리고 이제 내가 이를 말함은

내 안에 있는 영으로 인함이니, 그들
이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 땅을 소유하
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
의기업의땅으로다시ㄱ회복되리라.

12 그러나 보라, 그들에게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요, 아버지
의 ㄱ독생자 참으로 곧 하늘과 땅의
아버지께서육신으로그들에게자기
를 나타내실 그 날이 이르면, 보라,
그들은 자기의 죄악과 그 마음의 완
악함과 그 목의 뻣뻣함으로 인하여
그를저버리리라.

13 보라, 그들은 그를 ㄱ십자가에
못박을것이요, 그는 ㄴ사흘동안 ㄷ무
덤에 뉘인 후, 그의 날개를 고치시고
죽은자가운데서 ㄹ일어나시리니, 그
의 이름을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으리라. 그런즉 내
영혼이 그에 관하여 예언하기를 기
뻐하는것은내가그의날을 ㅁ보았음
이요, 내 마음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함이라.

14 또 보라 이렇게 되리니 ㄱ메시
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사,
그의 백성에게 그의 이름을 믿는 모
든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난 후,

보라, 예루살렘이 다시 ㄴ멸망당하리
니, 이는 하나님과 그의 교회의 백성
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것임이니라.

15 그리하여 ㄱ유대인들은모든국
민 가운데 ㄴ흩어질 것이요, 또한 ㄷ바
벨론도멸망당할것인즉, 유대인들은
다른국민들에의하여흩어지리라.

16 또그들이흩어지고, 주하나님
께서 다른 나라들로 여러 세대 동안
참으로 곧 대대로 내려가서, 그들이
설득되어하나님의아들그리스도와
모든인류를위한무한한속죄를 ㄱ믿
게 될 때까지 그들을 채찍질하신
후－그리하여그들이그리스도를믿
고 청결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가지
고,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경배하
고, 또다른메시야를더이상고대하
지아니할그날이이르면, 그때그들
이 이러한 것들을 믿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날이이를것이니라.

17 또주께서는그의백성을그잃
은바되고타락된상태에서 ㄱ회복하
시려 두 번째로 다시 그의 손을 펴시
리니, 그런즉 그는 나아가사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ㄴ기이하고도 가장 기
이한일을행하실것이라.

18 그리하여 그는 그의 ㄱ말씀을
그들에게 드러내시리니, 그 말씀이

10ㄴ 니전 7:13; 니후 6:8; 
옴 1:15; 힐 8:20~21.

11ㄱ 스 1:1~4; 렘 24:5~7.
12ㄱ 안내독생자.
13ㄱ 눅 23:33.

ㄴ 눅 24:6~7; 모사 3:10.
ㄷ 요 19:41~42; 

니전 19:10.

ㄹ 안내부활.
ㅁ 니전 11:13~34.

14ㄱ 안내메시야.
ㄴ 눅 21:24; 조마 1:1~18.

15ㄱ 안내유대인.
ㄴ 느 1:8~9; 니후 10:6.
ㄷ 안내바벨, 바벨론.

16ㄱ 니후 10:6~9; 30:7; 

몰 5:14.
17ㄱ 니후 21:11~12; 29:1.

안내복음의 회복.
ㄴ 사 29:14; 니후 27:26;

3니 28:31~33.
18ㄱ 니후 29:11~12; 33:11,

14~15.



마지막날에그들을 ㄴ심판할것은그
말씀이 그들이 저버린 참된 메시야
를 그들에게 확신시킬 목적으로, 또
그들이 메시야가 오기를 더 이상 고
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ㄷ확신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주어
질 것임이라. 이는 사람들을 속일
ㄹ거짓 메시야 외에는 어떤 메시야도
오지 아니할 것임이니, 이는 선지자
들이 말한 메시야는 오직 하나뿐이
요, 그 메시야는 유대인들에게 버림
을받을그임이라.

19 이는 선지자들의 말에 따를진
대, ㄱ메시야는나의부친이예루살렘
을 떠난 때로부터 ㄴ육백 년 후에 오
시며, 선지자들의 말과 또한 하나님
의 ㄷ천사의 말에 따르건대, 그의 이
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가될것임이니라.

20 이제나의형제들아, 너희가잘
못 알아들을 수 없도록 내가 명백히
말하였느니라. 또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ㄱ인도해내어올리셨고, 모세
에게 능력을 주사 민족들을 ㄴ고치게
하시되, 그들이 독뱀에게 물린 후 그
가 그들 앞에 들어올린 ㄷ뱀에 만일
그들이 그 눈길을 던지면 그리하게
하셨으며, 또한 그에게 능력을 주사

그로 ㄹ바위를치게하시고물을나오
게 하신 주 하나님께서 사심같이, 참
으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한 일들이 참되고 또 주 하나님
께서사심같이, 내가말한이예수그
리스도 외에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ㅁ이름이하늘아래달리주어지
지아니하였느니라.

21 그러한즉 이러한 연유로 주 하
나님께서는 나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ㄱ기록하는 이러한 것들이 간직
되고 보존되어, 대대로 나의 자손에
게 건네어져 내려가리라 하셨나니,
이는 땅이 있는 동안은 그의 자손이
결코 ㄴ멸망되지 아니하리라 하신 약
속이 요셉에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
심이라.

22 그런즉 이러한 것들은 땅이 있
는 동안은 대대로 갈 것이요, 하나님
의 뜻과 기뻐하심을 따라 가게 되리
니, 이를 소유하게 될 국민들은 이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에 따라 ㄱ심판
을받게되리라.

23 이는 우리가 ㄱ우리의 자손과
또한 우리의 형제들을 설득하여, 그
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
하게 하려 부지런히 수고하여 기록
함이니, 이는 우리가 ㄴ할 수 있는 모

124니파이후서 25:19~23

18ㄴ 안내심판, 마지막.
ㄷ 니후 26:12~13.
ㄹ 안내적그리스도.

19ㄱ 안내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망에 관한 예언.

ㄴ 니전 10:4; 3니 1:1, 13.
ㄷ 니후 10:3.

20ㄱ 출 3:7~10; 
니전 17:24, 31; 19:10.

ㄴ 요 3:14; 니전 17:41.
ㄷ 민 21:8~9; 

앨 33:19; 
힐 8:14~15.

ㄹ 출 17:6; 민 20:11; 
니전 17:29; 20:21.

ㅁ 호 13:4; 행 4:10~12;
모사 5:8; 모세 6:52.
안내구주.

21ㄱ 니후 27:6~14.

ㄴ 암 5:15; 니후 3:16; 
앨 46:24~27.

22ㄱ 니후 29:11; 33:10~15;
3니 27:23~27.

23ㄱ 안내아이, 아이들.
ㄴ 약 2:14~26. 

안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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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것 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ㄷ은혜에의한것임을우리가앎이라.

24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에
도 불구하고 율법이 이루어질 때까
지는, 우리가모세의율법을 ㄱ지키며
굳건함을지니고그리스도를고대하
느니라.

25 이는 이 목적으로 ㄱ율법이 주
어졌음이라. 그런즉 율법이 우리에
게 ㄴ죽은 바 되었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말미암아그리스도안에서
살리심을 받을지라도, 계명으로 인
하여우리는율법을지키느니라.

26 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ㄱ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
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ㄴ예언하며 또 우
리는 우리의 예언에 따라 기록하노
니, 이는 우리의 ㄷ자손들이 그들의
ㄹ죄사함을위하여무슨근원을바라
보아야할지알게하려함이니라.

27 그런즉 우리가 율법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로 율법
이 죽은 것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그들로 율법이 죽은 것임을 앎으로
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 생명을 고
대하고, 무슨 목적으로 율법이 주어
졌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또 율
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후
율법이 마땅히 폐하여져야 할 때, 그
들이 그를 대하여 그 마음을 완악하

지아니하게하려는것이니라.
28 또 이제 보라, 나의 백성들아,

너희는 ㄱ목이뻣뻣한백성이라. 그런
즉 너희가 오해할 수 없도록 내가 너
희에게 명백히 말하였느니라. 또 내
가 한 그 말은 너희를 대하는 ㄴ증거
가되리니, 이는그말이어떠한사람
에게라도 바른 길을 ㄷ가르치기에 족
함이라. 이는 바른 길이란 그리스도
를 믿고 그를 부인하지 않는 것임이
니, 이는 그를 부인함으로써 너희는
또한 선지자와 율법을 부인하게 됨
이니라.

29 또 이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바른 길은 그리스도를 믿
고, 그를부인하지않는것이요, 그리
스도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라.
그런즉 너희는 반드시 그의 앞에 절
하며너희의 ㄱ능력과생각과힘과너
희 온 영혼을 다하여 그를 예배하여
야 하나니, 만일 너희가 이를 행하면
너희는결코쫓겨나지아니하리라.

30 또 그리할 필요가 있는 한, 너
희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이루어
질때까지, 하나님의의례와 ㄱ율례를
반드시지켜야하느니라.

제 26 장

그리스도께서 니파이인들에게 성역
을 베푸실 것임－니파이가 그의 백

23ㄷ 롬 3:23~24; 
니후 2:4~10; 
모사 13:32; 
앨 42:12~16; 
교성 138:4. 안내은혜.

24ㄱ 야곱 4:4~5.

25ㄱ 안내모세의 율법.
ㄴ 롬 7:4~6.

26ㄱ 야곱 4:12; 예이 1:11; 
모사 3:13.

ㄴ 눅 10:23~24.
ㄷ 안내아이, 아이들.

ㄹ 안내죄 사함.
28ㄱ 모사 3:14.

ㄴ 안내간증.
ㄷ 니후 33:10.

29ㄱ 신 6:5; 막 12:29~31.
30ㄱ 안내의식.



성의멸망을예견함－그들이티끌에
서부터말할것임－이방인들이거짓
교회와 비밀 결사를 세울 것임－주
께서 사람들이 사제술을 행하는 것
을금하심. 주전559~545년경.

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ㄱ일어나신 후에 너희 나의 자녀들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자기를
ㄴ보이시리니, 그가너희에게하실말
씀은너희가행할ㄷ율법이되리라.

2 이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많은세대가지나갈것과내백
성 중에 큰 전쟁과 다툼들이 있을 것
을내가보았음이니라.

3 또메시야가오신후에그의 ㄱ탄
생에 대하여 또한 그의 죽으심과 부
활에 대하여 나의 백성들에게 주어
질 ㄴ표적이있을것이요, 악인들에게
는그날이크고두려운날이되리니,
이는 그들이 멸망할 것임이라. 또 그
들이 멸망함은 그들이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쫓아 내고, 그들을 돌로 치
고 그들을 죽이는 연고니, 그런즉 성
도들의 ㄷ피의 부르짖음이 그들에게
대하여땅에서부터하나님께로올라
가리라.

4 그런즉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
는 자는 모두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ㄱ사르리라,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
느니라. 이는 그들이 그루터기같이

될것임이니라.
5 또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죽이는

그들은땅의깊은곳이그들을 ㄱ삼켜
버리리라, 만군의주께서말씀하시느
니라. 또 ㄴ산들이 그들을 덮을 것이
요, 회리바람이 그들을 휩쓸어 가 버
릴 것이며, 건물이 그들 위에 무너져
그들을 부수어 산산조각이 나게 하
고, 그들을갈아가루로만들것이라.

6 또 그들은 천둥과 번개와 지진
과 온갖 형태의 멸망으로 응징을 받
으리니, 이는 주의 분노의 불길이 그
들에게 대하여 불붙을 것임이요, 그
들은 그루터기같이 될 것이며, 그 이
르는 날이 그들을 소멸할 것임이니
라, 만군의주께서말씀하시느니라.

7 오 나의 백성의 살육당한 자들
을 잃음으로 인한 내 영혼의 고통과
괴로움이여, 이는 나 니파이가 그것
을 보았음이니, 그것은 주의 면전에
서 나를 거의 소멸하는도다. 그러나
나는 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주의
길이 ㄱ의로우시니이다 라고 하지 않
을수없었느니라.

8 그러나보라, 선지자들의말에귀
기울이고,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온갖 ㄱ핍박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표
적으로 인하여 굳건함을 지니고, 그
리스도를 고대하는 의인들은－보라,
그들은ㄴ멸망하지아니할자들이라.

9 도리어 의의 아들이 그들에게

126니파이후서 26:1~9

26 1ㄱ 3니 11:1~12.
ㄴ 니전 11:7; 12:6.
ㄷ 3니 15:2~10.

3ㄱ 안내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망에 관한 예언.

ㄴ 니전 12:4~6. 
안내표적.

ㄷ 창 4:10; 
니후 28:10; 
몰 8:27.

4ㄱ 3니 8:14~24; 9:3, 9

5ㄱ 니전 19:11; 3니 10:14.
ㄴ 3니 8:10; 9:5~8.

7ㄱ 안내공의.
8ㄱ 안내박해하다, 박해.
ㄴ 3니 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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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나타나 그들을 ㄴ고치시리니, 그들
은 그와 ㄷ화목하여 ㄹ세 세대가 지나
고, ㅁ넷째 세대의 많은 자들이 의 가
운데지나가기까지이르리라.

10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지나고
나면 신속한 ㄱ멸망이 나의 백성에게
임하나니, 이는 내 영혼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보았음이라.
그런즉 나는 그 일이 이룰 줄을 아노
라. 또그들은헛된것을위하여스스
로를 파나니, 이는 그들이 그 교만과
그 어리석음에 대한 보응으로 멸망
을 거둘 것임이요, 악마에게 굴종하
여 빛보다는 어둠의 일을 택하므로,
그로 인해 그들이 반드시 ㄴ지옥으로
내려갈것임이니라.

11 이는주의영이항상사람과함
께 ㄱ애쓰시지는 아니하실 것임이라.
또 영이 사람과 함께 애쓰시기를 그
치시면 그때 신속한 멸망이 이르나
니, 이것이 나의 영혼을 비통하게 하
는도다.

12 그리고예수가 ㄱ바로그리스도
이심을 ㄴ유대인들에게 ㄷ확신시킴에
관하여 내가 말한 것같이, 이방인들
도예수는그리스도시요영원하신하
나님이심을확신하게되어야하며,

13 또그가ㄱ성신의권능으로써그
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기를 나타
내시되, 참으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그리하사,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그들의 신앙을 좇아
능한기적과표적과기사를행하신다
는것을확신하게되어야하느니라.

14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ㄱ마지막날에관하여예언하노니, 곧
주하나님께서사람의자녀들에게이
러한 것들을 ㄴ드러내실 날에 관하여
서라.

15 내 자손과 내 형제들의 자손들
이 믿지 않음에 빠져들고 이방인들
에게매맞고난후, 참으로주하나님
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둘러 진 치시
고, 그들에게 대하여 산으로 에워싸
시고, 그들에게 대하여 요새를 세우
신후, 그리고그들이티끌에낮게내
리워서 참으로 그들이 없어진 후, 그
럼에도 의인들의 말은 기록될 것이
며 성실한 자의 기도는 들으신 바 될
것이며, 믿지않음에빠져든자모두
는잊혀지지아니하니라.

16 이는 멸망당할 자들이 땅에서
부터그들에게 ㄱ말할것이요, 그들의
말하는 것이 티끌에서 나직이 날 것
이며, 그들의 음성이 친밀한 영을 가
진자같을것임이라. 이는주하나님
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사 그로 그들
에 관하여 속삭이게 하시되, 마치 땅
에서 나는 듯하게 하실 것이며, 그들
의 말하는 것이 티끌에서 나서 속삭

9ㄱ 3니 11:8~15.
ㄴ 3니 17:7~9.
ㄷ 4니 1:1~4.
ㄹ 니전 12:11~12; 

3니 27:30~32.
ㅁ 앨 45:10~12; 

힐 13:9~10.

10ㄱ 앨 45:9~14; 
몰 8:1~9.

ㄴ 안내지옥.
11ㄱ 이더 2:15.
12ㄱ 몰 3:21.

ㄴ 니후 30:7; 몰 5:14. 
안내유대인.

ㄷ 니후 25:18.
13ㄱ 안내성신.
14ㄱ 안내마지막 날, 후일.

ㄴ 안내복음의 회복.
16ㄱ 사 29:4; 모로 10:27;

모세 7:62. 
안내몰몬경.



일것임이니라.
17 이는 이같이 주 하나님께서 이

르심이라. 그들은 그들 가운데 이루
어질일들을 ㄱ기록할것이요, 그것은
한 권의 책에 기록되어 인봉될 것이
로되, 믿지않음에빠져든자들은그
것을 갖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하
나님의것을멸하기를ㄴ꾀함이라.

18 그런즉 멸망당한 자들이 속히
멸망당하였고, 그들의 무서운 자들
의 무리가 불려 가는 ㄱ겨같이 될 것
처럼－참으로이같이주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이루어지리라.

19 또 이렇게 되리니 믿지 않음에
빠져든자들은이방인들의손에 ㄱ매
맞을것이니라.

20 또 이방인들은 그 눈의 ㄱ교만
중에 자고하여졌고, 그들의 ㄴ걸림돌
이큼으로인하여거쳐 ㄷ넘어졌나니,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많은 ㄹ교회를
세웠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이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경멸히
여기고 그들 스스로를 위하여 그들
자신의 지혜와 그들 자신의 ㅁ학식을
전파하니, 이는 이익을 얻고 가난한
자의얼굴에ㅂ맷돌질하려함이라.

21 또ㄱ시기와다툼과원한을일으
키는교회가많이세워져있느니라.

22 또 참으로 옛적에와 같이 ㄱ비

밀 결사들 또한 있나니 곧 악마의 결
사를따른것이라. 이는그가이모든
것의 창시자임이니, 참으로 살인과
어둠의 일의 창시자라. 또한 그는 아
마 줄로 목을 매어 그들을 이끌기를
그의 강한 줄로 그들을 영원히 결박
하기까지하느니라.

23 이는보라, 나의사랑하는형제
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 하
나님은 어둠 가운데서 일하시지 아
니하심이라.

24 그는 세상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나
니, 이는 그가 세상을 ㄱ사랑하사 ㄴ모
든 사람을 그에게로 이끄시려 자기
목숨을버리기까지하심이라. 그런즉
그는아무에게도그의구원에참여하
지말라고명하지아니하시느니라.

25 보라, 누구에게그가소리쳐이
르시기를, 내게서 떠나라 하시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
라, 도리어그는이르시기를, 너희모
든 땅 끝이여, 내게로 ㄱ오라, 돈 없이
값없이젖과꿀을ㄴ사라하시느니라.

26 보라, 누구에게그가명하사회
당에서, 혹 경배의 집에서 떠나라 하
셨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아니라.

27 누구에게 그가 명하사 그의
ㄱ구원에 참여하지 말라 하셨느냐?

128니파이후서 26:17~27

17ㄱ 니후 29:12.
ㄴ 이노 1:14.

18ㄱ 몰 5:16~18.
19ㄱ 3니 16:8~9; 20:27~28.
20ㄱ 안내교만.

ㄴ 니전 13:29, 34. 
안내배도.

ㄷ 겔 14:4.
ㄹ 니전 14:10; 22:33; 

몰 8:28.
ㅁ 몰 9:7~8; 니후 9:28.
ㅂ 사 3:15; 니후 13:15.

21ㄱ 안내시기.
22ㄱ 안내비밀 결사.

24ㄱ 요 3:16.
ㄴ 3니 27:14~15.

25ㄱ 앨 5:33~35; 
3니 9:13~14.

ㄴ 사 55:1~2.
27ㄱ 안내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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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
라. 도리어그는모든사람을위해그
의 구원을 ㄴ거저 주셨으며, 그의 백
성에게 명하사 모든 사람을 설득하
여 ㄷ회개하게하라하셨느니라.

28 보라, 누구에게 주께서 명하사
그의 선하심에 참여하지 말라 하셨
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아니라. 도리어 ㄱ모든 사람이 서
로 같은 특권을 가졌나니 아무도 금
지당하지아니하였느니라.

29 그가명하시기를 ㄱ사제술이없
을것이라하시나니, 이는보라, 사제
술이란 사람들이 가르침을 베풀되,
스스로를 세상을 위한 빛으로 세워
이익과 세상의 ㄴ칭찬을 얻으려 하는
것임이라. 그러나 그들이 시온의 복
리를구하지아니하느니라.

30 보라 주께서는 이 일을 금하셨
느니라. 그리하여 주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시어 모든 사람은 ㄱ자애를
가져야 한다고 하셨으니, 이 자애는
곧 ㄴ사랑이라. 또 그들에게 자애가
없을진대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즉 만일 그들에게 자애가 있을
진대 그들은 시온에 있는 일꾼이 멸
망하도록버려두지아니할것이라.

31 그러나 ㄱ시온에 있는 일꾼은
시온을 위하여 일하리니, 이는 만일
그들이 ㄴ돈을위해일하면멸망할것
임이라.

32 그리고 또 주 하나님께서 ㄱ명
하사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며, 거
짓말하지 말며, 도적질하지 말며, 주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ㄴ망령되이
일컫지 말며, 시기하지 말며, 원한을
갖지말며, 서로다투지말며, 음행을
범하지 말며, 또 이러한 일들은 아무
것도 행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이를 행하는 자는 멸망할
것임이라.

33 이는이모든죄악중아무것이
라도 주께로부터 오지 아니함이니,
이는 그가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선
을 행하심이라. 또 그는 사람의 자녀
들에게 명백한 것이 아니면 아무것
도 행하지 아니하시며, 또 그는 그들
모두에게 그에게로 나아와 그의 선
하심에 참여하도록 권하시며, 또 그
는 그에게로 나아오는 자는 검거나
희거나, 매인자나자유로운자나, 남
자나 여자나 아무도 ㄱ거절하지 아니
하시며, 또그는 ㄴ이방을기억하시나
니유대인이나이방인이나, ㄷ모두다
하나님께는동일하니라.

제 27 장

암흑과 배도가 마지막 날에 땅을 뒤
덮을것임－몰몬경이나아올것임－
세 증인이 그 책을 증거 할 것임－학
자는 인봉된 책을 읽을 수 없노라고

27ㄴ 엡 2:8; 니후 25:23.
ㄷ 안내회개하다, 회개.

28ㄱ 롬 2:11; 니전 17:33~35.
29ㄱ 안내사제술.

ㄴ 교성 121:34~37.
30ㄱ 모로 7:47~48. 

안내자애.
ㄴ 안내사랑.

31ㄱ 안내시온.
ㄴ 야곱 2:17~19; 

교성 11:7; 38:39.
32ㄱ 안내하나님의 계명.

ㄴ 안내모독.
33ㄱ 행 10:9~35, 44~45.

ㄴ 앨 26:37.
ㄷ 롬 2:11; 니전 17:35.



말할것임－주께서기이하고도놀라
운 일을 행하실 것임－이사야 29장
과비교하라. 주전559~545년경.

그러나보라, ㄱ마지막 날에 곧 이방
인의 날에－참으로 보라, 이방인의
모든나라와, 또한유대인들곧이땅
위에오게될자들과다른땅위에참
으로곧지구의모든땅위에있게될
자들이, 보라, 그들이죄악과온갖가
증함에취할것이라－

2 그리하여 그 날이 이를 때, 그들
은 만군의 주에게서 천둥으로, 또 지
진으로, 또 크게 요란한 소리로, 또
폭풍으로, 또 태풍으로, 또 삼키는
ㄱ화염으로징벌을받으리라.

3 또 시온을 대적하여 ㄱ싸우고 그
를 괴롭게 하는 모든 ㄴ나라는 밤 환
상의꿈과같이될것이라. 참으로그
들은 주린 자가 꿈을 꾸는 것 같으리
니, 보라, 그가 먹으나 그가 깬즉 그
의영혼이비어있고, 곧목마른자가
꿈을 꾸는 것 같으리니, 보라, 그가
마시나 그가 깬즉 지쳐 있고 그의 영
혼에는 갈증이 있는 것같이, 참으로
시온 산을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국
민들의무리가그와같으리라.

4 대저 볼지어다, 악을 행하는 너
희는 모두 멈추어 서서 놀라워 할지
어다. 이는 너희가 크게 부르짖고 울
게 될 것임이라. 참으로 너희가 취하

나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
며, 너희가 비틀걸음을 치나 독주로
말미암음이아닐것이니라.

5 이는 보라, 주께서 깊은 잠의 영
을 너희에게 부으셨음이라. 이는 보
라, 너희가 너희 눈을 감았고 너희가
선지자들을 저버렸으며, 너희의 통
치자들과선견자들을너희의죄악으
로인하여그가가리우셨음이니라.

6 또 이렇게 되리니 주 하나님께
서 한 ㄱ책의 말씀을 ㄴ너희에게 드러
내 주실 것인즉, 그것은 잠든 자들의
말일것이라.

7 또 보라 그 책은 ㄱ봉해지리니,
그 책에는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그
ㄴ끝에이르기까지의하나님의 ㄷ계시
가들어있으리라.

8 그러한즉 ㄱ인봉된 것들로 인하
여 봉해진 것들이 백성들의 간악함
과 가증함의 날에 전해지지 아니하
리니, 그러므로 그 책이 그들에게
ㄴ전달되지아니할것이라.

9 그러나 그 책이 한 ㄱ사람에게
전해지리니, 그가 티끌 속에 잠든 자
들의 말인 그 책의 말씀을 전할 것이
요, 그는 이 말씀을 ㄴ다른 자에게 전
하리라.

10 그러나 봉해진 말씀은 그가 전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책도 그가 전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책이 하나
님의 권능에 의해 봉해질 것이며, 봉

130니파이후서 27:1~10

27 1ㄱ 안내마지막 날, 후일.
2ㄱ 사 24:6; 66:15~16; 

야곱 6:3; 3니 25:1.
3ㄱ 니전 22:14.
ㄴ 사 29:7~8.

6ㄱ 니후 26:16~17; 29:12.

안내몰몬경.
ㄴ 예이 1:2; 몰 5:12~13.

7ㄱ 사 29:11~12; 
이더 3:25~27; 4:4~7.

ㄴ 이더 13:1~12.
ㄷ 모사 8:19.

8ㄱ 이더 5:1.
ㄴ 3니 26:9~12; 

이더 4:5~6.
9ㄱ 교성 17:5~6.
ㄴ 조역 1: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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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계시는그것이나아오도록주께
서 친히 정하신 때까지 그 책에 보존
될 것임이라. 이는 보라, 그것이 세상
의기초가놓이던때로부터그종말까
지의모든것을밝혀줄것임이니라.

11 또봉해졌던바책의말씀이지
붕위에서읽혀질날이오나니, 그말
씀이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해 읽혀
질 것이며, 또 이제까지 사람의 자녀
들 가운데 있었고, 장차 지구의 종말
까지 있을 모든 일이 사람의 자녀들
에게ㄱ밝혀질것이라.

12 그런즉 내가 말한 그 사람에게
책이 전해질 그 날에, 그 책은 세상의
눈으로부터감추어질것이라. 그리하
여아무의눈도그것을목격하지못할
것이로되, 다만 책을 전해 받을 자 외
에, ㄱ세 ㄴ증인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
해 그것을 볼 것이며, 그들은 책과 그
안에있는것들의참됨을증거하리라.

13 또 하나님의 뜻에 따른 몇몇을
제외하고는 그것을 보고 사람의 자
녀들에게 그의 말씀을 증거 할 자가
달리 아무도 없나니, 이는 주 하나님
께서 이르시되, 충실한 자의 말이 마
치 ㄱ죽은 자 가운데서 말하듯 말할
것이라하셨음이니라.

14 그런즉 주 하나님께서 나아가
사 그 책의 말씀을 드러내실 것이며,
그가 보시기에 좋으신 만큼 많은 증
인들의 입으로 자기의 말씀을 확증
하시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ㄱ저버리

는자에게화있을진저!
15 그러나보라, 이렇게되리니주

하나님께서 그 책을 주실 자에게 이
르시기를, 봉해지지 아니한 이 말씀
을 취하여 다른 자에게 전하여 그로
그것을 학자에게 보이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ㄱ읽으라 하
게 하실 것이라. 그리하면 학자가 말
하기를, 책을 이리로 가져오라 그리
하면내가그것을읽겠노라하리라.

16 그러나 이제 세상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고이익을 ㄱ얻고자그들
이이말을할것이요, 하나님의영광
을위해서가아니라.

17 이에그사람이이르기를, 나는
그책을가져올수없나니이는그것
이봉해져있음이라하리라.

18 그러면 학자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읽을수없다하리라.

19 그러한즉이렇게되리니, 주하
나님께서 다시 책과 그 말씀을 학자
가 아닌 자에게 전하시면 학자가 아
닌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학자가 아
니라하리로다.

20 그러고 나면 주 하나님께서 그
에게 이르시기를, 학자는 그것을 읽
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것을 저
버렸음이어니와, 나는 나 스스로의
일을 할 수 있나니 그런즉 너는 내가
네게줄말씀을읽을지니라.

21 봉해진 것에는 ㄱ손대지 말라.
이는 내가 내 스스로 정한 때에 그것

11ㄱ 눅 12:3; 몰 5:8; 
교성 121:26~31.

12ㄱ 니후 11:3; 이더 5:2~4;
교성 5:11, 15; 17:1.

ㄴ 신 19:15.
13ㄱ 니후 3:19~20;

33:13~15; 모로 10:27.
14ㄱ 니후 28:29~30; 

이더 4:8.
15ㄱ 사 29:11~12; 조역 1:65.
16ㄱ 안내사제술.
21ㄱ 이더 5:1.



들을 드러낼 것임이니, 이는 내가 능
히 나 스스로의 일을 행할 수 있음을
사람의자녀들에게보일것임이니라.

22 그런즉내가네게명한그말씀
을 네가 읽고 내가 네게 약속한 ㄱ증
인들을얻고나서, 너는그책을다시
인봉하여 내게로 감출지니, 이는 나
스스로의 지혜로 보아서 모든 것을
사람의자녀들에게밝힘이적합하다
여길 때까지, 네가 읽지 아니한 말씀
을내가보존하기위함이니라.

23 이는보라, 나는하나님이요또
ㄱ기적의하나님이니, 내가어제나오
늘이나, 영원을두고 ㄴ동일함과나는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서 그들의 ㄷ신
앙에 따라서가 아니면 역사하지 아
니함을 세상에 보일 것임이니라 하
시리라.

24 그리고 또 이렇게 되리니, 그
곧 자기에게 전해질 말씀을 읽을 자
에게주께서이르시기를,

25 ㄱ이 백성이 그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하며, 그 입술로는 나를 ㄴ공
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옮겨
갔으며, 나를 향한 그들의 경외는 사
람의 ㄷ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인
즉－

26 그러므로 내가 나아가 이 백성
가운데한ㄱ기이한일을행하리니, 참
으로 ㄴ기이하고도 놀라운 일일 것이
라. 이는 그들의 지혜로운 자와 학식

있는 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의총명이가리워질것임이니라.

27 또자기의꾀를주께깊이숨기
려하는자들에게ㄱ화있도다! 그들의
행위는어둠속에있고, 또그들이이
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며 누가 우리
를 알리요 하며, 그들이 또한 이르기
를, 정녕네가사물을뒤집음은ㄴ토기
장이의진흙같이여김을받으리라하
거니와, 보라,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
시느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를 모두
알고 있음을 그들에게 보이리라, 지
음을 받은 것이 그것을 지은 자에 대
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
하였다할수있느냐? 혹빚어진것이
그것을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에게총명이없다할수있느냐?

28 그러나보라, 만군의주께서말
씀하시느니라, 잠시 잠깐 후면 레바
논이결실많은밭으로되며, 결실많
은 밭이 삼림같이 여김을 받을 것을
내가사람의자녀들에게보이리라.

29 ㄱ또그날에못듣는자가책의
말씀을 들을 것이며, 어두운 데서와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임이
니라.

30 또 ㄱ온유한 자가 또한 늘어날
것이며, 그들의 ㄴ기쁨이 주께 있을
것이며, 사람들 중 가난한 자가 이스
라엘의 거룩하신 자 안에서 기뻐하
리라.

132니파이후서 27:22~30

22ㄱ 안내몰몬경의 증인들.
23ㄱ 안내기적.

ㄴ 히 13:8.
ㄷ 히 11; 

이더 12:7~22.
25ㄱ 사 29:13.

ㄴ 마 15:8.
ㄷ 니후 28:31.

26ㄱ 니전 22:8; 
니후 29:1~2. 
안내복음의 회복.

ㄴ 사 29:14; 

니후 25:17.
27ㄱ 사 29:15.

ㄴ 렘 18:6.
29ㄱ 사 29:18.
30ㄱ 안내온유한, 온유.

ㄴ 교성 1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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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는 주께서 사심같이 분명히
ㄱ무서운자가없어졌고, 조롱하는자
가 소멸되었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
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을 그들이 볼
것임이니라.

32 또한마디말로인하여사람을
ㄱ범법자로 만들며, ㄴ성문에서 책망
하는 자를 위하여 올무를 놓으며, 의
인을무익한것으로여겨옆으로 ㄷ물
리치는 자들 또한 끊어졌음을 그들
이보리로다.

33 그러므로아브라함을구속하신
주께서 야곱의 집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이이제는부끄
러워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
는창백해지지아니할것이로다.

34 그가내손으로지은그의자손
들을 그의 가운데서 ㄱ볼 때에, 그들
이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
엘의하나님을경외하리라.

35 또한영으로 ㄱ그릇하였던자들
도 깨닫게 되며, 원망하였던 자들은
교리를ㄴ배우리라.

제 28 장

마지막 날에 거짓 교회들이 많이 세
워질것임－그들은거짓되고헛되며
어리석은교리를가르칠것임－거짓
교사들로 인해 배도가 만연할 것

임－악마가사람들의마음에맹위를
떨칠 것임－그는 온갖 거짓 교리를
가르칠것임. 주전559~545년경.

그리고 이제, 보라, 나의 형제들아,
영이 나를 강권하시는 대로 내가 말
하였나니, 그런즉 나는 그 일들이 정
녕반드시이루어질줄을아노라.

2 또 그 ㄱ책으로부터 기록될 것들
은, 사람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 지파의 한 남은 자들인 우
리의자손에게큰ㄴ가치가있으리라.

3 이는 그 날에 이렇게 될 것임이
니, 곧 세워지되 주를 위하여 세워지
지 아니한 ㄱ교회들이 있어, 그때에
하나가 다른 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나곧내가주의것이라할것이며다
른이들은이르기를, 나곧내가주의
것이라 하리니, 교회를 세우되 주를
위하여 세우지 아니한 모든 자들이
이같이말하리라－

4 또 그들이 서로 다툴 것이며, 그
들의 제사가 서로 다툴 것이요, 그들
은 그들의 ㄱ학식으로 가르치며 말씀
하게하시는성신을부인할것이라.

5 또그들은이스라엘의거룩하신
자이신하나님의 ㄱ권능을 ㄴ부인하며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우리의 교훈을 너희는 들
으라, 이는 보라, 오늘날 ㄷ하나님은
없는 연고니 이는 주이시요 구속주

31ㄱ 사 29:20.
32ㄱ 눅 11:54.

ㄴ 암 5:10.
ㄷ 니후 28:16.

34ㄱ 사 29:23~24.
35ㄱ 니후 28:14; 교성 33:4.

ㄴ 단 12:4.
28 2ㄱ 안내몰몬경.

ㄴ 니전 13:34~42; 22:9;
3니 21:6.

3ㄱ 고전 1:10~13; 
니전 22:23; 

4니 1:25~29; 
몰 8:28, 32~38.

4ㄱ 니후 9:28.
5ㄱ 딤후 3:5.
ㄴ 니후 26:20.
ㄷ 앨 30:28.



이신 이가 그의 일을 다하셨고, 그의
권능을사람들에게주셨음이라.

6 보라, 너희는 나의 교훈에 귀 기
울이라. 설혹 그들이 말하기를 주의
손으로이루어진기적이있다하더라
도 그것을 믿지 말라. 이는 오늘날 그
는 ㄱ기적의 하나님이 아니심이라. 그
는그의일을마치셨느니라하느니라.

7 참으로 많은 자들이 있어 이르
기를, 내일 우리가 죽으니 ㄱ먹고 마
시고 즐거워하라. 그래도 우리는 잘
되리라하리라.

8 또한 많은 자들이 있어 이르기
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러할
지라도하나님을경외하라－그는작
은 죄 범하는 것은 ㄱ의롭다 하시리
라. 그러하니 ㄴ거짓말도조금하고어
떤 이를 그의 말로 인해 이용하고 네
이웃을 위하여 ㄷ구덩이를 팔지어다.
이에는 아무 해가 없나니 이 모든 것
을 행하라. 이는 내일 우리가 죽음이
라. 또 만일 우리에게 죄 있다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매로 몇 번 치실 것
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서구원받으리라하리라.

9 참으로 또한 많은 자들이 있어,
이 같은 방식으로 거짓되고 헛되며
ㄱ어리석은 ㄴ교리를 가르치고 그 마
음이 부풀어올라, 그들의 꾀를 주에

게서 깊이 숨기려 하리니, 그들의 행
위는어둠속에있을것이니라.

10 이에성도들의 ㄱ피가그들에게
대하여땅에서부터부르짖으리라.

11 참으로 그들이 모두 ㄱ길에서
벗어났음이여, 그들은 ㄴ부패하여졌
도다.

12 ㄱ교만으로 인하여 또 거짓 교
사들과 거짓 교리들로 인하여, 그들
의 교회는 부패하여졌고, 그들의 교
회가 자고하여졌음이여, 교만으로
인하여그들이부풀어올랐도다.

13 그들은 그들의 훌륭한 성소들
로 인하여 ㄱ가난한 자에게서 ㄴ탈취
하며, 그들은 그들의 훌륭한 의복으
로 인하여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하
고, 그들은 자기의 ㄷ교만 중에 부풀
어 올랐음으로 인하여 온유하고 마
음이가난한자들을핍박하는도다.

14 그들은 ㄱ뻣뻣한 목과 치켜든
고개를 가졌나니, 또한 교만과 간악
함과 가증함과 음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두 ㄴ그릇 갔도다. 다만 그
리스도를 겸손히 따르는 몇몇이 그
렇지 아니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도되어 많은 경우 실로 잘
못을 범하니, 이는 그들이 사람의 교
훈으로가르침을받는연고라.

15 오 자기 마음의 ㄱ교만으로 부

134니파이후서 28:6~15

6ㄱ 몰 8:26; 9:15~26.
7ㄱ 고전 15:32; 

앨 30:17~18.
8ㄱ 몰 8:31.
ㄴ 교성 10:25; 

모세 4:4. 
안내거짓말 함.

ㄷ 잠 26:27; 
니전 14:3.

9ㄱ 겔 13:3; 
힐 13:29.

ㄴ 마 15:9.
10ㄱ 계 6:9~11; 

니후 26:3; 
몰 8:27; 
이더 8:22~24; 
교성 87:7.

11ㄱ 힐 6:31.

ㄴ 몰 8:28~41; 
교성 33:4.

12ㄱ 잠 28:25.
13ㄱ 힐 4:12.

ㄴ 겔 34:8.
ㄷ 앨 5:53.

14ㄱ 잠 21:4.
ㄴ 사 53:6.

15ㄱ 안내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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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 오른 ㄴ현명한 자와 학식 있는
자와 부한 자와 거짓 교리를 전파하
는 모든 자와 음행을 범하고 주의 바
른길을굽게하는모든자여, 그들에
게 ㄷ화, 화, 화가 있을지어다, 전능하
신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는 그들이 지옥으로 밀쳐 내려질
것임이로다!

16 의인을 무익한 것으로 여겨 옆
으로 ㄱ물리치며선한것에대하여욕
하며 말하기를, 그것이 아무 가치가
없다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
는 주 하나님께서 땅의 주민들을 속
히 징벌하실 날이 임할 것이요, 그들
이죄악으로 ㄴ무르익는그날에그들
이멸망할것임이니라.

17 그러나보라, 만일땅의주민들
이 그들의 간악함과 가증함을 회개
할진대 멸망당하지 아니하리라, 만
군의주께서말씀하시느니라.

18 그러나 보라, 온 땅의 ㄱ창녀인
저 크고 가증한 교회는 반드시 땅에
ㄴ무너져내리리니, 그무너짐이반드
시크리로다.

19 이는 악마의 왕국이 반드시
ㄱ흔들릴 것이며, 거기 속한 자들이
반드시 회개하도록 일깨움을 받을
것임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ㄴ악마가
그의 영원한 ㄷ사슬로 그들을 붙잡을
것이요, 그들은 충동을 받아 노하게
되어멸망할것임이라.

20 이는 보라, 그 날에 그가 사람
의 자녀들의 마음 속에 ㄱ맹위를 떨
쳐, 선한 것에 대하여 노하도록 그들
을충동할것임이라.

21 또 다른 이들은 그가 ㄱ달래며,
속여 가서 육신에 속한 안전에 거하
게하리니, 이에그들이말하기를, 시
온에서모든것이잘되고있도다, 참
으로 시온은 번성하나니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도다 할 것이라－이같이
ㄴ악마가그들의영혼을속여, 조심스
럽게 그들을 인도하여 지옥으로 내
려가느니라.

22 또 보라, 다른 이들은 그가 달
콤한 말로 속이며 그들에게 이르기
를, ㄱ지옥은 없다 하고 그들에게 이
르기를, 나는 결코 악마가 아니니 이
는 악마란 없는 것임이라 하나니－
이같이 그가 그들의 귀에 속삭이기
를, 그의 끔찍한 ㄴ사슬로 그들을 움
켜쥐기까지하나니이에서는건져냄
이없느니라.

23 참으로 그들은 사망과 지옥으
로써 붙잡힌 바 되었나니, 사망과 지
옥과 악마와 이로써 붙잡힌 바 된 모
든자는, 하나님의보좌앞에서서그
들의행위에따라 ㄱ심판을받아야하
며, 그곳에서그들을위해예비된처
소, 곧 끝없는 고통인 불과 유황의
ㄴ못으로들어가야하느니라.

24 그러므로 시온에서 안일한 자

15ㄴ 잠 3:5~7.
ㄷ 3니 29:5.

16ㄱ 사 29:21.
ㄴ 이더 2:9~10.

18ㄱ 계 19:2.
ㄴ 니전 14:3, 17.

19ㄱ 니전 22:23.
ㄴ 앨 34:35.
ㄷ 앨 12:11.

20ㄱ 교성 10:20~27.
21ㄱ 몰 8:31.

ㄴ 니후 9:39.

22ㄱ 안내지옥.
ㄴ 엘 36:18.

23ㄱ 안내예수 그리스도－
심판자; 심판, 마지막.

ㄴ 니후 9:16, 19, 26.



에게화있을진저!
25 모든것이잘되고있다고외치

는자에게화있을진저!
26 참으로 사람의 교훈에 ㄱ귀 기

울이며 하나님의 권능과 성신의 은
사를부인하는자에게화있을진저!

27 참으로 우리는 받았으니 우리
는더 ㄱ필요하지않다말하는자에게
화있을진저!

28 요컨대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
암아 떨며, ㄱ노하는 모든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보라, ㄴ반석 위에 세
워진 자는 기쁨으로 이를 받아들이
나, 모래의기초위에세워진자는그
가쓰러질까염려하여떪이니라.

29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
나니, 우리가 넉넉히 가졌은즉 우리
에게는ㄱ하나님의말씀이더ㄴ필요하
지않다고말할자에게화있을진저!

30 이는보라, 이같이주하나님께
서 말씀하심이라, 내가 사람의 자녀
들에게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
에 ㄱ교훈을 더하여 주되,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하리라. 내 교훈
에 귀 기울이고 내 권고에 귀를 기울
이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이는 그
들이 ㄴ지혜를 배울 것임이요, ㄷ받아
들이는 자에게는 내가 ㄹ더 줄 것이
며, 우리는넉넉히가졌노라할자들,
그들은 그들이 가진 것조차 빼앗기

게될것임이니라.
31 사람을 ㄱ신뢰하는 자, 곧 육신

으로자기의팔을삼는자, 곧성신의
권능으로 주어지는 교훈이 아닌 사
람들의 교훈에 귀 기울일 자는 저주
를받는도다.

32 이방인들에게 ㄱ화 있을진저!
만군의주하나님께서말씀하시느니
라. 이는 내가 매일같이 그들에게 내
팔을 펼칠 것임에도 그들이 나를 부
인하려 함이라. 그러할지라도 그들
이 회개하여 내게로 올진대, 주 하나
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그들
을 긍휼히 여기리니, 이는 내 ㄴ팔이
종일토록 펼쳐져 있음이니라, 만군
의주하나님께서말씀하시느니라.

제 29 장

많은 이방인들이 몰몬경을 거부할
것임－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더
이상의 성경이 필요하지 않다 할 것
임－주는여러민족에게말씀하심－
그는 기록될 책들로부터 세상을 심
판하실것임. 주전559~545년경.

그러나보라 많은 자들이 있어－내
가 나아가 그들 가운데 한 ㄱ기이한
일을 행하여 내가 사람의 자녀들에
게맺은나의 ㄴ성약을기억하고자하

136니파이후서 28:25~29:1

26ㄱ 니후 9:29.
27ㄱ 앨 12:10~11.
28ㄱ 니후 9:40; 33:5. 

안내거역.
ㄴ 마 7:24~27. 

안내반석.
29ㄱ 니후 27:14; 이더 4:8.

ㄴ 니후 29:3~10.
30ㄱ 사 28:9~13; 

교성 98:12.
ㄴ 안내지혜.
ㄷ 눅 8:18.
ㄹ 앨 12:10; 

교성 50:24.

31ㄱ 교성 1:19~20.
32ㄱ 니전 14:6.

ㄴ 야곱 5:47; 6:4.
29 1ㄱ 니후 27:26. 

안내복음의 회복.
ㄴ 안내아브라함의 성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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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내가 ㄷ두 번째로 다시 나의 손을
펴서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나의 백
성들을회복하려하며,

2 그리고 또한 내가 너 니파이에
게와또한네아비에게맺은바, 내가
너희의 자손을 기억하겠다 한 것과
너희자손의 ㄱ말이내입에서나와서
너희의 자손에게로 나아가리라 한
약속을 기억하려 하며, 내 말이 이스
라엘의집에속한내백성에게 ㄴ기호
가 되기 위하여 땅 끝까지 ㄷ울려 나
아갈그날에,

3 또 나의 말이 울려 나아감으로
인하여－많은 이방인들이 이르기를,
하나의 ㄱ성경! 하나의 성경! 우리에
게는 하나의 성경이 있으니 더 이상
의성경이있을수없도다하겠노라.

4 그러나이같이주께서말씀하시
느니라, 어리석은 자들이여, 그들이
성경을 가지리라마는 이는 나의 옛
성약의 백성 ㄱ유대인들에게서 나아
갈 것이어늘 그들이 ㄴ유대인들에게
서받는 ㄷ성경에대하여그들에게무
엇을 감사하느냐? 참으로 이방인들
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들은 이
방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느라
겪는 유대인들의 괴로움과 수고와
고통과 내게 대한 그들의 부지런함
을기억하느냐?

5 너희 이방인들아, 너희는 나의

옛 성약의 백성 유대인들을 기억하
였느냐? 아니라, 너희는 그들을 저주
하였고, 그들을 ㄱ미워하였으며, 그들
을 회복하려 애쓰지 아니하였느니
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 자신의 머리 위로 돌아오게 하
리니, 이는나주가나의백성을잊지
아니하였음이니라.

6 하나의 ㄱ성경, 우리에게는 하나
의 성경이 있으니 우리는 더 이상의
성경이 필요하지 않다 말할 너 어리
석은 자여, 유대인으로 말미암지 않
았던들너희가성경을얻었겠느냐?

7 너희는 민족이 하나 이상 있음
을알지못하느냐? 너희는주너희하
나님인 내가 만인을 ㄱ창조하였음과
내가바다의 ㄴ섬들위에있는자들을
기억한다는 것과 내가 위로 하늘에
서와 아래로 땅에서 다스리며, 나의
말을 사람의 자녀들에게, 참으로 땅
의 모든 민족들 위에 가져다 준다는
것을알지못하느냐?

8 그러하거늘어찌하여너희는나
의말을더받게될것으로인하여불
평하느냐? 너희는 ㄱ두 민족의 ㄴ증거
가,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한 민족을 다른 민족과 같이 기억한
다는 증거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
러한즉 내가 한 민족에게 다른 민족
에게와 같은 동일한 말을 하나니,

1ㄷ 니후 6:14; 21:11~12;
25:17.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집합.

2ㄱ 니후 3:18~21.
ㄴ 니전 21:2. 안내기.
ㄷ 사 5:26; 니후 15:26;

모로 10:28.

3ㄱ 니전 13:23~25; 
안내성경; 몰몬경.

4ㄱ 교성 3:16.
ㄴ 안내유대인.
ㄷ 안내유다－유다의

막대기.
5ㄱ 3니 29:8.

6ㄱ 니전 13:38.
7ㄱ 안내창조하다, 창조.
ㄴ 니전 22:4.

8ㄱ 겔 37:15~20; 
니전 13:38~41; 
니후 3:12.

ㄴ 마 18:16. 안내증거.



ㄷ두 민족이 함께 할 때 두 민족의 증
거또한함께하리라.

9 또 내가 이를 행함은, 내가 어제
나오늘이나, 영원토록 ㄱ동일함과내
가 나 스스로 기뻐하는 바를 좇아 나
의 말을 고한다는 것을 많은 자에게
증명하려 함이라. 그리고 내가 한 마
디 ㄴ말을 하였다 하여 또 다른 말을
할 수 없으리라고 너희는 생각하지
말라. 이는나의일이아직다끝나지
아니하였음이요, 사람의 종말의 때
까지도 나의 일이 끝나지 아니할 것
이며,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끝나지
아니할것임이라.

10 그런즉 너희는 성경을 가졌다
하여 거기에 나의 ㄱ말이 모두 들어
있다고 생각하지 말며, 내가 더 기록
하게하지않았으리라고도생각하지
말라.

11 이는내가동에와서에와, 북에
와 남에와, 바다의 섬들에 있는 ㄱ모
든 사람에게 명하여, 내가 그들에게
하는말을그들로 ㄴ기록하게함이니,
이는 기록될 ㄷ책들로부터 내가 세상
을 ㄹ심판하되, 기록된 것에 의하여
각 사람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할
것임이니라.

12 보라, 내가 ㄱ유대인들에게 말

할 것이매, 그들이 그것을 기록할 것
이요, 내가 또한 니파이인들에게 말
할 것이매, 그들이 그것을 ㄴ기록할
것이요, 내가또한내가인도해낸이
스라엘 집의 다른 지파들에게 말할
것이매, 그들이 그것을 기록할 것이
요, 내가 또한 땅의 ㄷ모든 민족들에
게 말할 것이매, 그들이 그것을 기록
할것이라.

13 또 이렇게 되리니 장차 ㄱ유대
인들은 니파이인들의 말씀을 갖게
될 것이며, 니파이인들은 유대인들
의 말씀을 갖게 될 것이요, 니파이인
들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ㄴ잃어
버린 지파들의 말씀을 갖게 될 것이
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들은
니파이인들과유대인들의말씀을갖
게되리라.

14 또 이렇게 되리니 이스라엘의
ㄱ집에속한나의백성들은그들소유
의 땅으로 본향으로 모이겠고, 나의
말도 역시 ㄴ하나로 모일 것인즉, 내
가 내 말과 이스라엘의 ㄷ집에 속한
내 백성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에
게 내가 하나님임과, 내가 아브라함
과 ㄹ성약하기를, 내가 ㅁ영원토록 그
의 ㅂ자손을 기억하겠다고 하였음을
보여주리로다.

138니파이후서 29:9~14

8ㄷ 호 1:11.
9ㄱ 히 13:8.
ㄴ 안내계시.

10ㄱ 안내경전－나올
것이라고 예언된
경전들.

11ㄱ 앨 29:8.
ㄴ 딤후 3:16.
ㄷ 안내생명의 책.
ㄹ 니후 25:22; 33:11,

14~15. 
안내심판, 마지막.

12ㄱ 니전 13:23~29.
ㄴ 니전 13:38~42; 

니후 26:17.
ㄷ 니후 26:33.

13ㄱ 몰 5:12~14.
ㄴ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열 지파.

14ㄱ 렘 3:17~18.
ㄴ 겔 37:16~17.
ㄷ 니전 22:8~9.
ㄹ 창 12:1~3; 

니전 17:40; 
3니 20:27; 
아브 2:9. 
안내아브라함의 성약.

ㅁ 창 17:7.
ㅂ 교성 1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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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 장

돌이킨 이방인들은 성약의 백성과
함께 헤아림을 받을 것임－많은 레
이맨인과 유대인들이 말씀을 믿고
기뻐하심을입게될것임－이스라엘
은 회복되고 악인은 멸망당할 것임.
주전559~545년경.

또이제 보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노니,
이는나니파이는너희가장래의이방
인들보다더의롭다고스스로생각하
도록 버려두지 않고자 함이라. 이는
보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
지 아니할진대, 너희도 다 한가지로
멸망할 것임이라. 또 앞서 하신 말씀
으로 인하여, 너희는 이방인들이 온
전히멸망당하였다고생각하지말라.

2 이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회개할 이방인들은 모두 주의
ㄱ성약의 백성이며, 회개하지 아니할
ㄴ유대인들은 모두 버림을 받을 것임
이라. 이는주께서는 ㄷ회개하고이스
라엘의 거룩한 자인 그의 아들을 믿
는 자들이 아니면 아무와도 성약하
지아니하심이니라.

3 또 이제 나는 유대인과 이방인
들에 관하여 얼마간 더 예언하고자
하노라. 내가 말한 그 책이 나아와,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록되고 나서

주께 인봉된 후에 기록된 말씀을
ㄱ믿게 될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며,
ㄴ그들은 우리 자손의 남은 자들에게
그말씀을전할것이라.

4 또 그때 우리 자손의 남은 자들
이우리에관하여알게될것이며, 어
떻게우리가예루살렘에서나왔는지
와 그들이 유대인의 후손이라는 것
을알게되리라.

5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ㄱ그
들 가운데 선포되리니, 이로 인하여
ㄴ그들은 그들의 조상에 대한 ㄷ지식
과 또한 그들의 조상 가운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회
복되리라.

6 또 그때 그들이 기뻐하리니, 이
는이것이하나님의손에서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임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어둠의
비늘이그들의눈에서떨어지기시작
할 것이며, 그들 가운데 많은 세대가
지나지 아니하여 그들은 정결하고
ㄱ기뻐하심을입는백성이되리라.

7 또 이렇게 되리니 흩어진 ㄱ유대
인들도 그리스도를 믿기 ㄴ시작할 것
이요, 그리하여그들이그땅위에모
여들기 시작하리니, 그리스도를 믿
는 자는 모두 또한 기뻐하심을 입는
백성이되리라.

8 또 이렇게 되리니 주 하나님께
서 지상에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기

30 2ㄱ 갈 3:26~29.
ㄴ 마 8:10~13. 

안내유대인.
ㄷ 안내회개하다, 회개.

3ㄱ 3니 16:6~7.
ㄴ 니전 22:8~9.

5ㄱ 3니 21:3~7, 24~26.
ㄴ 교성 3:20.
ㄷ 니전 15:14; 

니후 3:12; 
몰 7:1, 9~10.

6ㄱ 교성 49:24; 109:65.

7ㄱ 니후 29:13~14.
ㄴ 니후 25:16~17.



위하여,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그의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

9 이에 ㄱ주 하나님께서 의로써 가
난한 자를 ㄴ심판하시고, 땅의 ㄷ온유
한 자를 위하여 공평으로 책망하실
것이며, 또그가그입의막대기로땅
을치실것이며, 또그입술의호흡으
로악인을죽이시리라.

10 이는 주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
운데 큰 ㄱ나뉨이 있게 하실 ㄴ때가 속
히 이름이니, 악인들을 그가 멸하실
것이요, 자기백성은그가 ㄷ아끼시리
니 참으로 불로써 악인들을 ㄹ멸하셔
야만한다할지라도그리하시리라.

11 또 ㄱ의는 그 허리의 띠가 되며
성실은그몸의띠가되리라.

12 또그때에이리가어린양과함
께 ㄱ거할 것이며, 표범이 어린 염소
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할 것이며,
어린아이가그들을인도할것이라.

13 또 암소와 곰이 먹을 것이요,
그들의 어린 것들이 함께 누울 것이
며, 사자가소처럼짚을먹을것이라.

14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서 놀며, 젖 뗀 아이가 독사의 굴에
그손을댈것이라.

15 나의거룩한산모든곳에서그
들이해하거나멸하지아니하리니, 이
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땅에충만하게될것임이니라.
16 그런즉 ㄱ모든 나라의 일이 알

려지리니, 참으로 모든 일이 사람의
자녀들에게ㄴ알려질것이라.

17 은밀한것이 ㄱ드러나지아니할
것이없고, 어둠의일이빛가운데나
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으며, 땅 위에
서 인봉된 것으로 풀리지 아니할 것
이없느니라.

18 그런즉 사람의 자녀들에게 밝
혀졌던 모든 것이 그 날에 밝혀질 것
이며, 사탄이 오랫동안 ㄱ더 이상 사
람의 자녀들의 마음을 다스릴 권능
을 갖지 못하리라. 이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의말을마치노라.

제 31 장

니파이가 그리스도께서 왜 침례 받
으셨는지를 말함－사람은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따르고, 침례를 받
고, 성신을 받고, 끝까지 견디어야
함－회개와 침례는 협착하고 좁은
길로 가는 문임－영생은 침례 받은
후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옴. 주전
559~545년경.

이제나 니파이는 내 사랑하는 형제
들인너희에게하는바나의 ㄱ예언함
을마치노니, 나는내가반드시될줄
로 아는 일들을 몇 가지밖에 기록할

140니파이후서 30:9~31:1

9ㄱ 사 11:4~9.
ㄴ 니후 9:15.
ㄷ 안내온유한, 온유.

10ㄱ 교성 63:53~54.
ㄴ 안내마지막 날, 후일.
ㄷ 모세 7:61.

ㄹ 니전 22:15~17, 23. 
안내지구－지구가
깨끗하게 됨.

11ㄱ 사 11:5~9.
12ㄱ 사 65:25. 

안내복천년.

16ㄱ 교성 101:32~35;
121:28~29.

ㄴ 이더 4:6~7.
17ㄱ 교성 1:2~3.
18ㄱ 계 20:1~3; 이더 8:26.
31 1ㄱ 니후 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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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없으며, 나의동생야곱의말도조
금밖에는적을수없노라.

2 그러한즉 내가 기록한 것이 내
게는족하나, 다만그리스도의 ㄱ가르
침에 관하여 내가 반드시 말해야 하
는몇마디말이있나니, 그런즉나는
나의 예언함의 명백함을 좇아 너희
에게명백히말하리라.

3 이는 내 영혼이 명백함을 기뻐
함이니, 이 같은 방법으로 주 하나님
께서는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서 일
하심이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는 이
해력에 ㄱ빛을 주심이니, 이는 그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ㄴ언어를 따라 그
들이이해하도록말씀하심이니라.

4 그러한즉 나는 주께서 내게 보
이신 ㄱ선지자, 곧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ㄴ어린 양에게 침례를
베풀 저 선지자에 관하여, 내가 너희
에게 말하였음을 너희가 기억하기
바라노라.

5 또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가 거룩하심에도, 모든 의를 이루시
기위하여물로 ㄱ침례를받으실필요
가 있을진대, 오 그러할진대, 거룩하
지 못한 우리가 참으로 물로 침례를
받을필요가얼마나더있겠느냐!

6 또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아, 내가 너희에게 묻고자 하노니, 하
나님의어린양이물로침례를받으심

으로어떻게모든의를이루셨느냐?
7 너희는 그가 거룩하셨음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그가거룩하심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따라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낮추며, 그에게 ㄱ순종하여 그
의계명을지킬것을아버지께증거함
을사람의자녀들에게보이시니라.

8 그리하여 그가 물로 침례를 받
으신 후에, 성신이 ㄱ비둘기의 ㄴ형상
으로그의위에내려오셨느니라.

9 그리고 또 이는 사람의 자녀들
에게, 그들이 들어가야 할 그 ㄱ문의
좁음과 그 길의 협착함을 보여 주는
것이니, 그가 그들 앞에 본을 보이심
이니라.

10 또 사람의 자녀들에게 그가 이
르시되, 너는 나를 ㄱ따르라 하셨으
니, 그런즉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아버지의 계명을 기꺼이 지
키려 하지 않고서 예수를 ㄴ따를 수
있느냐?

11 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너
희는 회개하라, 너희는 회개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하셨더라.

12 그리고 또한 아들의 음성이 내
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자, 그에게는 내게 주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ㄱ성신을 주시리
라. 그런즉 나를 ㄴ따르며, 너희가 본

2ㄱ 니후 11:6~7.
3ㄱ 안내빛, 그리스도의 빛.
ㄴ 교성 1:24.

4ㄱ 니전 10:7; 11:27. 
안내침례 요한.

ㄴ 안내하나님의 어린 양.
5ㄱ 마 3:11~17.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
7ㄱ 요 5:30. 안내순종,

순종하는, 순종하다.
8ㄱ 안내비둘기의 표적.
ㄴ 니전 11:27.

9ㄱ 니후 9:41; 
3니 14:13~14; 

교성 22:4.
10ㄱ 마 4:19; 8:22; 9:9.

ㄴ 모로 7:11; 교성 56:2.
12ㄱ 안내은사, 성신의.

ㄴ 눅 9:57~62; 요 12:26.



바 내가 행하는 것을 행하라 하셨느
니라.

13 그런즉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아, 내가 알거니와 만일 너희가 아들
을따르되, 마음의뜻을다하고, 하나
님 앞에서 위선이나 거짓을 행함이
없이, 진정한 의도로써 너희의 죄를
회개하며, 너희가기꺼이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려 함을 ㄱ침례로써－참
으로그의말씀대로, 너희주곧너희
구주를좇아물에들어감으로써아버
지께 증거할진대, 보라, 그리할진대
너희가 성신을 받을 것이라. 참으로
그리할진대 ㄴ불과 성신의 침례가 임
하나니, 그때 너희는 천사의 ㄷ방언으
로말하며이스라엘의거룩하신자에
게찬양을외칠수있느니라.

14 그러나, 보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같이 아들의 음성이 내
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죄
를 회개하고 기꺼이 나의 계명을 지
키려 한다는 것을, 물의 침례로써 아
버지께 증거하고, 불과 성신의 침례
를받고, 새방언으로, 참으로천사의
방언으로말할수있게된후에, 그리
고 난 연후에 나를 ㄱ부인할진대, 너
희가 나를 알지 못했던 것이 너희에
게더ㄴ나았으리라하셨느니라.

15 또 내가 아버지로부터 한 음성
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그러하도다,
내 사랑하는 자의 말이 참되고 신실

하도다. 끝까지견디는자, 그는구원
을얻으리라하셨느니라.

16 또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아, 이로써 내가 아노니 사람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ㄱ본을 따르며
끝까지 ㄴ견디지 아니할진대 구원받
을수없도다.

17 그런즉 내가 본 바, 너희 주 곧
너희구속주께서행하시리라고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행하라. 이는 이
이유로 그러한 것이 나에게 보여졌
음이니,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들어
가야할문을알게하려는것이라. 이
는 너희가 들어가야 할 문이 회개와
물의 ㄱ침례요, 그 후에 불과 성신에
의하여너희의ㄴ죄사함이임함이라.

18 또 그때 너희는 영생으로 인도
하는 이 ㄱ협착하고 좁은 ㄴ길에 있나
니, 참으로 너희는 문으로 들어온 것
이라.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의 계명
을 좇아 행하였고,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을 ㄷ증거하시는 성신을 받았으
니, 이로써 만일 너희가 길로 말미암
아 들어섰으면, 받으리라 하신 바 그
가하신약속이이루어졌느니라.

19 그리고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
제들아, 너희가 이 협착하고 좁은 길
에 들어선 후에는 내가 묻고자 하노
니, 만사가 다 ㄱ행하여진 것이냐? 보
라, 내가너희에게이르노니, 아니라.
이는너희가구원하기에능하신자의

142니파이후서 31:13~19

13ㄱ 갈 3:26~27.
ㄴ 안내은사, 성신의; 불.
ㄷ 니후 32:2~3.

14ㄱ 마 10:32~33; 앨 24:30;
교성 101:1~5. 
안내용서받지 못할 죄.

ㄴ 벧후 2:21.
16ㄱ 안내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ㄴ 앨 5:13; 38:2; 

교성 20:29.
17ㄱ 모사 18:10.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
ㄴ 안내죄 사함.

18ㄱ 니전 8:20.
ㄴ 잠 4:18. 안내길.
ㄷ 행 5:29~32.

19ㄱ 모사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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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에온전히 ㄴ의지하며, 그를믿는
흔들리지 않는 ㄷ신앙으로 그리스도
의말씀에의지하지아니하고서는거
기까지이르지못한것임이니라.

20 그런즉너희는 ㄱ소망의완전한
밝은빛과하나님과만인에대한 ㄴ사
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
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ㄷ나아가야
만 하느니라. 그런즉 만일 너희가 힘
써 앞으로 나아가되 그리스도의 말
씀을 흡족히 취하며 끝까지 ㄹ견딜진
대, 보라, 이같이 아버지께서 말씀하
시되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
느니라.

21 또 이제, 보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이 ㄱ길이니,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을 수 있
는 길이나 ㄴ이름이 하늘 아래 ㄷ달리
주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이제,
보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ㄹ교리요,
ㅁ한 하나님이시요 끝이 없으신 ㅂ아
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유일하고 참
된교리니라. 아멘.

제 32 장

천사들은 성신의 권능으로 말함－사
람은 기도하고 성신으로부터 스스로
지식을얻어야함. 주전559~545년경.

또이제, 보라, 나의사랑하는형제들
아, 내가 짐작컨대 너희는 길로 말미
암아 들어선 후에 너희가 해야 할 바
에 관하여 어느 정도 너희 마음에 깊
이생각하고있도다. 그러나보라, 어
찌하여 너희는 이 일을 너희 마음에
깊이생각하느냐?

2 너희가 성신을 ㄱ받은 후에는 천
사의 ㄴ방언으로 말할 수 있으리라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을 너희가 기
억하지 못하느냐? 또 이제 성신으로
말미암지 않고서 너희가 어찌 천사
의방언으로말할수있으리요?

3 ㄱ천사들은 성신의 권능으로 말
하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
의 말씀을 말하는도다. 이러므로 내
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ㄴ흡족히취하라하였노니, 이
는 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너
희에게일러주심이니라.

4 그런즉 이제 내가 이 말을 한 후
에, 만일너희가이를깨달을수없다
면, 이는 너희가 ㄱ구하지 아니하고
두드리지도 아니하는 때문일 것이
라. 그런즉 너희는 빛 가운데로 인도
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기필코 멸
망하리로다.

5 이는 보라, 거듭 내가 너희에게

19ㄴ 교성 3:20.
ㄷ 안내신앙.

20ㄱ 안내소망.
ㄴ 안내사랑.
ㄷ 안내걷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ㄹ 안내견디다.

21ㄱ 행 4:10~12; 
니후 9:41; 

앨 37:46; 
교성 132:22, 25.

ㄴ 안내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짊어짐.

ㄷ 모사 3:17.
ㄹ 마 7:28; 요 7:16~17.
ㅁ 3니 11:27, 35~36. 

안내단합.

ㅂ 안내하나님, 신회.
32 2ㄱ 3니 9:20.

ㄴ 니후 31:13.
3ㄱ 안내천사.
ㄴ 렘 15:16.

4ㄱ 안내구하다.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길로 말미암
아 들어서고 성신을 받으면, 그것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너희에게보여줄것임이라.

6 보라, 이는 그리스도의 교리요,
그가 육체로 너희에게 자기를 ㄱ나타
내실 때까지 더 이상의 교리가 주어
지지 아니하리라. 또 그가 육체로 너
희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 그가 너
희에게 이르시는 것을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7 그리고 이제 나 니파이는 더 말
할수없노라. 영이나의말함을그치
게 하시나니, 나는 홀로 사람들의
ㄱ믿지 않음과 사악함과 무지와 목의
뻣뻣함으로 인하여 애통해 하게 되
었도다. 이는 ㄴ명백한 중에, 곧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장 명백하게 그
들에게 지식이 주어졌을 때, 그들이
이를 찾으려 하지 아니하며 위대한
지식을깨달으려하지아니함이라.

8 또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아, 내가보니너희가아직너희마음
에깊이생각하고있으매, 이일에관
하여 내가 말해야만 함이 나를 슬프
게 하는도다. 이는 만일 너희가 사람
에게 ㄱ기도하도록 가르치는 영에게
귀 기울일진대, 너희가 기도하지 않
으면안된다는것을알것임이라. 이
는 ㄴ악한 영은 사람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지아니하고, 도리어사람에게
기도하면안된다고가르침이니라.

9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
르노니, 너희는항상 ㄱ기도하고낙망
치 말아야 하며, 너희는 먼저 그리스
도의 ㄴ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주를 위해 아무것도 행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리하면 그
가 너의 행함이 네 영혼의 ㄷ복리를
위한 것이 되도록, 너의 행함을 너를
위해성별하시리로다.

제 33 장

니파이의 말이 참됨－그것은 그리스
도를 증거함－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은심판대앞에서증거가될니파이의
말을믿을것임. 주전559~545년경.

또이제 나 니파이는 나의 백성 가운
데서가르친바된모든것을다기록
할 수 없으며, 말하는 것처럼 기록하
기에 ㄱ능하지도못하나니, 이는사람
이성신의권능으로 ㄴ말할때에는성
신의 권능이 그것을 사람의 자녀들
의마음에전함이라.

2 그러나 보라, 성령에게 대하여
자기 마음을 ㄱ완악하게 하여, 그로
자기 안에 있을 곳이 없게 하는 자가
많나니, 그리하여 그들은 기록된 것
을 많이 던져 버리며 이를 아무것도
아닌것으로여기느니라.

3 그러나 내가 기록한 바를 나 니
파이는 기록하였나니, 나는 이를 큰

144니파이후서 32:6~33:3

6ㄱ 3니 11:8.
7ㄱ 안내믿지 않음.
ㄴ 니후 31:2~3; 야곱 4:13.

8ㄱ 안내기도.

ㄴ 모사 4:14. 안내악마.
9ㄱ 3니 20:1; 교성 75:11.
ㄴ 모세 5:8.
ㄷ 앨 34:27.

33 1ㄱ 이더 12:23~24.
ㄴ 교성 100:7~8.

2ㄱ 힐 6: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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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며, 특히
나의 백성에게 그러한 것으로 여기
노라. 이는 내가 낮으로 그들을 위해
쉬지않고 ㄴ기도하며, 밤으로는그들
로 인하여 내 눈물이 내 베개를 적심
이라. 또 나는 신앙으로 나의 하나님
께 부르짖나니, 나는 그가 내 부르짖
음을들으시리라는것을아노라.

4 또 나는 주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기도를 성별
하실 것을 아노라. 그리고 내가 연약
한 가운데 기록한 말들이 그들에게
ㄱ강하게 되리니, 이는 그것이 선을
행하도록 그들을 ㄴ설득하고, 그들의
조상에 대하여 그들에게 알려 주며,
예수에 대하여 말하고, 그들을 설득
하여, 그를 믿고 끝까지, 곧 ㄷ영생에
이르기까지견디게함이라.

5 또 그것은 진리의 ㄱ명백함을 좇
아 죄를 거스려 ㄴ엄하게 말하나니,
그런즉 악마의 영에 속한 자가 아닐
진대, 아무도 내가 기록한 말씀으로
하여노하지아니하리라.

6 나는 명백함을 자랑하며, 나는
진리를 자랑하며, 나는 나의 예수를
자랑하노니, 이는 그가 나의 영혼을
지옥에서ㄱ구속하셨음이라.

7 나는내백성을 ㄱ사랑하며, 주의
심판대에서 흠 없는 영혼을 많이 만

나게 되리라는 큰 신앙을 그리스도
안에갖고있노라.

8 나는 ㄱ유대인을 사랑하노라－
유대인이라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떠나온 곳의 그들을 내가 뜻하는 까
닭이라.

9 나는 또한 ㄱ이방인을 사랑하노
라. 그러나 보라, 이들이 그리스도에
게 ㄴ화합하여 ㄷ좁은 문으로 들어가
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ㄹ협착한 길로
ㅁ행하며, 시험의날이끝나기까지계
속하여 그 길에서 행하지 아니할진
대, 이들 중 아무도 내가 바랄 수 없
느니라.

10 또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아, 그리고 또한 유대인과 너희 모든
땅끝이여, 이말에귀를기울이고그
리스도를 ㄱ믿으라. 혹 너희가 이 말
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는 믿으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을
터이면 이 ㄴ말을 믿으리니, 이는 이
말이그리스도의 ㄷ말씀이요, 이를그
가 내게 주셨음이며 이것은 만인에
게그들이선을행해야한다고 ㄹ가르
침이니라.

11 또 만일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면 너희가 판단하라－
이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ㄱ권
능과 큰 영광으로, 이것이 그의 말씀

3ㄱ 안내경전－경전의 가치.
ㄴ 이노 1:9~12; 

몰말 1:8.
4ㄱ 이더 12:26~27.
ㄴ 모로 7:13.
ㄷ 안내영생.

5ㄱ 니후 31:3; 야곱 4:13.
ㄴ 니전 16:1~3; 

니후 9:40.

6ㄱ 안내구속하다,
구속받은, 구속.

7ㄱ 안내자애.
8ㄱ 안내유대인.
9ㄱ 안내이방인.
ㄴ 안내속죄하다, 속죄.
ㄷ 니후 9:41.
ㄹ 힐 3:29~30; 

교성 132:22.

ㅁ 안내걷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10ㄱ 안내믿음, 믿다.
ㄴ 안내몰몬경.
ㄷ 모로 10:27~29.
ㄹ 니후 25:28.

11ㄱ 이더 5:4; 
모로 7:35.



임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임이요, 너
희와 내가 그의 ㄴ심판대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설 것이며, 나의 연약
함에도불구하고내가이러한것들을
기록하도록 주께로부터 명하심을 받
았음을너희가알게될것임이니라.

12 또 나는 저 큰 마지막 날에, 비
록 모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중
많은 자들이 그의 ㄱ왕국에서 구원받
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
버지께기도하노라.

13 그러면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
제들,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모든 자
와너희모든땅끝이여, 내가티끌에
서부터 ㄱ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너희

에게 말하노니, 저 큰 날이 이르기까
지잘있으라.

14 또 너희 하나님의 선하심에 참
여하지 아니하며, 유대인들의 ㄱ말과
또한나의 ㄴ말과하나님의어린양의
입에서 나아올 말씀을 존중하지 아
니할자들아, 보라, 내가너희에게영
원한 작별을 고하노니 이는 이 말씀
들이마지막날에너희를 ㄷ정죄할것
임이라.

15 이는 내가 땅에서 인봉하는 것
이 ㄱ심판대에서 너희를 거스려 제출
될 것임이니라. 이는 이같이 주께서
내게명하셨음이니내가순종해야만
하리라. 아멘.

제 1 장

야곱과 요셉이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키
게하려함－니파이가죽음－니파이
인들 가운데 사악함이 만연함. 주전

544~421년경.

이는보라, 이렇게되었음이니리
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때로

부터 오십오 년이 지나갔느니라. 그
리하여 니파이는 나 ㄱ야곱에게 이러

146니파이후서 33:12~야곱서 1:1

11ㄴ 계 20:12; 
모로 10:34.

12ㄱ 안내해의 영광.
13ㄱ 사 29:4; 

니후 26:16.
14ㄱ 안내성경.

ㄴ 안내몰몬경.
ㄷ 니후 29:11; 

이더 4:8~10.
15ㄱ 몰말 1:11.

[야곱서]
1 1ㄱ 안내야곱, 

리하이의 아들.

야곱서

니파이의 동생

야곱이그형제들에게전파한말씀. 그가그리스도의교리를뒤엎으려하
는사람을설복함. 니파이백성의역사에관한몇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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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들이 새겨진 ㄴ작은판에 관하여
한가지ㄷ명령을주었느니라.

2 또 그가 나 야곱에게 준 명령은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몇 가지 이 판에 기록하되, 니파이의
백성이라 일컫는 이 백성의 역사에
관해서는, 가벼운 정도 이외에는 손
대지말라하는것이었느니라.

3 이는 그가 말하기를 그의 백성
의 역사는 그의 다른 판에 새겨져야
하며, 내가 이 판을 보전하여 대대로
나의후손에게내려줄것이니라.

4 또 만일 성스러운 가르침이나,
위대한 계시나, 예언함이 있거든, 그
ㄱ골자를 이 판에 새기되 그리스도를
위하고 또 우리 백성을 위하여, 가능
한한많이언급하라하였음이라.

5 이는 신앙과 크나큰 염려로 인
하여, 우리 백성에 관하여 그들에게
어떤 일이 ㄱ일어날지가 진실로 우리
에게밝혀졌었음이라.

6 또한 우리에게는 많은 계시와
많은 예언의 영이 있어, 그로 말미암
아우리가장차올 ㄱ그리스도와그의
왕국을알았음이라.

7 그리하여우리는우리의백성들
을 설득하여 그리스도에게로 ㄱ나아
와, 하나님의 선하심에 참여하게 하

여, 그들로 하여금 그의 ㄴ안식에 들
어가게하고자그들가운데서부지런
히 일하였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혹
시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ㄷ광야에
있을 동안 시험의 날에 ㄹ격노하시게
했을때처럼, 그가그진노중에맹세
하사 그들로 그의 안식에 ㅁ들어오지
못하게하실까염려하였음이라.

8 그런즉 우리는 하나님을 ㄱ거역
함으로 그를 ㄴ격노하시게 하지 않도
록, 모든사람을설득할수있을것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죽으심을 깊이 생각하며 그의 ㄷ십자
가를 감내하고 세상의 모욕을 견디
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그런즉 나
야곱은 나의 형 니파이의 명령을 맡
아이루려하노라.

9 이제 니파이가 늙게 되어 자기
가반드시곧 ㄱ죽을것임을알았던지
라, 그리하여 그는 한 사람에게 ㄴ기
름을 부어 ㄷ열왕의 다스림을 좇아,
이제 그의 백성을 다스릴 왕과 통치
자가되게하였더라.

10 백성들이 니파이를 심히 사랑
하였으니, 그가 그들의 위대한 보호
자가 되어, 라반의 ㄱ검을 휘둘러 그
들을 지키고, 그들의 복리를 위해 그
의평생을일해왔음이라－

1ㄴ 니후 5:28~33; 
야곱 3:13~14. 
안내판.

ㄷ 야곱 7:27.
4ㄱ 설명 중요한 사항.
5ㄱ 니전 12.
6ㄱ 니전 10:4~11; 19:8~14.
7ㄱ 니후 9:41; 옴 1:26; 

모로 10:32.
ㄴ 안내안식.

ㄷ 민 26:65; 
니전 17:23~31.

ㄹ 히 3:8.
ㅁ 민 14:23; 신 1:35~37;

교성 84:23~25.
8ㄱ 안내거역.
ㄴ 니전 17:30; 

앨 12:36~37; 
힐 7:18.

ㄷ 조성,마 16:25~26; 

눅 14:27.
9ㄱ 니후 1:14.
ㄴ 안내기름 붓다.
ㄷ 니후 6:2; 

예이 1:7.
10ㄱ 니전 4:9; 

니후 5:14; 
몰말 1:13; 
모사 1:16; 
교성 17:1.



11 그리하여 백성들은 그의 이름
을 기념으로 간직하려 하였고, 그의
대신에 다스리게 되는 자는 누구나
열왕의 다스림을 좇아, 백성들에 의
해 이 대 니파이, 삼 대 니파이 등으
로 일컬어졌나니, 그들이 자기가 원
하는 어떤 이름을 가졌든 지를 가리
지 않고, 이같이 백성들에 의해 일컬
어졌더라.

1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
이가죽으니라.

13 이제 ㄱ레이맨인이아닌백성들
은 ㄴ니파이인이었으나, 그럼에도 불
구하고, 그들은니파이인, 야곱인, 요
셉인, ㄷ조램인, 레이맨인, 레뮤엘인
그리고 이스마엘인으로 일컬어졌느
니라.

14 그러나 나 야곱은 이후로 그들
을 이러한 명칭으로 구별하지 아니
하고, 열왕의 다스림을 좇아, 니파이
백성을멸망시키기를꾀하는자들을
ㄱ레이맨인이라 할 것이요, 니파이에
게 우호적인 자들을 ㄴ니파이인 또는
ㄷ니파이백성이라칭하리라.

15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이 대 왕의 치세하에서, 니파이 백성
들은 그 마음이 점차 완악하여지며,
옛적의 다윗과 또한 그의 아들 솔로
몬처럼많은 ㄱ처와첩들을원하는것
과 같은 사악한 관행에 얼마간 탐닉
하기시작하였느니라.

16 참으로 그뿐 아니라 그들은 또
한 많은 금과 은을 구하기 시작하였
으며, 어느 정도 교만 중에 자고하여
지기시작하였느니라.

17 그리하여 나 야곱은 먼저 주의
ㄱ일을 얻어, ㄴ성전에서 그들을 가르
칠 때 이러한 말을 그들에게 주었느
니라.

18 이는나야곱과나의아우요셉
이 니파이의 손으로, 이 백성의 제사
와교사로ㄱ성별되었음이라.

19 또 우리는 주께 대하여 우리의
ㄱ직분을 영화롭게 하되, ㄴ책임을 맡
으며, 만일 우리가 부지런함을 다하
여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
르치지 아니할진대, 백성들의 죄가
우리의 머리 위에 돌아오게 되고, 그
리하여 우리의 힘을 다하여 일함으
로써그들의 ㄷ피가우리의옷에묻지
않게 하고자 하였나니, 그렇지 아니
하면 그들의 피가 우리의 옷에 묻을
것이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흠 없다
함을얻지못하리라.

제 2 장

야곱이 부에 대한 사랑과 교만과 불
순결을 비난함－사람은 그 이웃을
돕기 위해 부를 추구할 수 있음－야
곱이 공인되지 아니한 복수 결혼의
실행을정죄함－주는여인의순결을

13ㄱ 이노 1:13; 교성 3:18.
ㄴ 안내니파이인.
ㄷ 니전 4:35; 4니 1:36~37.

14ㄱ 모사 25:12; 앨 2:11.
ㄴ 니후 4:11.
ㄷ 니후 5:9.

15ㄱ 교성 132:38~39.
17ㄱ 안내부르다,

하나님에게서
부름받은, 부름.

ㄴ 니후 5:16. 안내성전,
주의 집.

18ㄱ 니후 5:26.
19ㄱ 안내직분, 역원.

ㄴ 교성 107:99~100. 
안내청지기, 
청지기 직분.

ㄷ 니후 9:44.

148야곱서 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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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뻐하심. 주전544~421년경.

니파이가죽은후, 니파이의동생야
곱이니파이백성에게한말이라.

2 이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
야곱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내가 지
고있는바, 진지하게나의직분을영
화롭게 해야 할 책임을 좇아, 그리고
나의 옷을 너희의 죄로부터 깨끗하
게 하고자, 오늘 성전 안으로 올라와
하나님의말씀을너희에게선포하려
하노라.

3 또 내가 지금까지 나의 부름 받
은 직분을 부지런히 수행하여 온 줄
을 너희 스스로가 알거니와, 나는 오
늘 이제까지 그랬던 것보다 너희 영
혼의 복리에 대한 훨씬 더 많은 소망
과염려로짓눌리고있느니라.

4 이는 보라, 지금까지는 내가 너
희에게 준 주의 말씀을, 너희가 순종
하여왔느니라.

5 그러나 보라,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여, 내가 전능하신 하늘과 땅의
창조자의 도움으로 너희의 ㄱ생각에
관하여, 어떻게 너희가 죄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하고 있는가를, 너희에
게 말해 줄 수 있음을 알지니, 그 죄
는 내게 심히 가증하게 보일 뿐만 아
니라, 하나님께도 가증하게 보이는
것이니라.

6 참으로 내가 너희 마음의 간악
함에 관하여 너희에게 증거해야만
하는 일은 나의 영혼을 슬프게 하며,

나로 하여금 나를 지으신 이의 면전
에서부끄러움으로움츠러들게하는
도다.

7 또한 내가 너희의 아내들과 너
희의 자녀들 앞에서 너희에 관하여
이토록 많은 ㄱ담대함을 사용하여 말
해야만 하는 일은 나를 슬프게 하는
도다. 그들중많은이들의감정이하
나님 앞에 심히 다감하고 ㄴ순결하며
섬세하니, 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
는것이라.

8 또생각하건대그들은하나님의
기쁜 ㄱ말씀, 곧 상한 영혼을 치료하
시는 말씀을 듣고자 이리로 올라왔
도다.

9 그런즉내가하나님께로부터받
은 엄격한 명령으로 말미암아, 불가
불 너희의 범죄를 따라 너희를 훈계
하여, 이미 상처를 입은 이들의 상처
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대신, 그들의
상처를더크게하며, 상처를입지아
니한 이들은, 하나님의 기쁜 말씀을
흡족히 취하며 즐거워하는 대신, 단
검을 맞아 그들의 영혼이 찔림을 받
고 그들의 섬세한 마음이 상처를 입
게하여야함이, 내영혼을괴롭게하
는도다.

10 그러나 과제의 막중함에도 불
구하고, 내가하나님의엄격하신 ㄱ명
대로 행하여, 마음이 청결한 자들과
상한 마음을 지닌 자들의 면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ㄴ꿰뚫어 보시는
눈길 아래서, 너희의 간악함과 가증

2 5ㄱ 앨 12:3; 
교성 6:16. 
안내하나님, 신회.

7ㄱ 교성 121:43.
ㄴ 안내덕.

8ㄱ 앨 31:5.

10ㄱ 안내하나님의 계명.
ㄴ 니후 9:44.



함에 관하여 너희에게 고해야만 하
느니라.

11 그러한즉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의 ㄱ명백함을 좇아 진리를 너희에게
말해야만 하느니라. 이는 보라, 내가
주께 여쭈었더니, 이같이 말씀이 내
게임하여이르시되, 야곱아, 너는내
일성전에올라내가네게줄말을이
백성에게선포하라하셨음이니라.

12 이제 보라, 나의 형제들아, 이
것이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말이
니라. 곧너희가운데많은자들이금
과 은과 온갖 귀한 ㄱ금속을 구하기
시작하였나니, 이러한 것은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약속의 ㄴ땅인, 이
땅에극히풍부하니라.

13 또은총의손길이너희위에극
히 기쁜 미소를 지은지라, 너희가 많
은부를얻었으되, 너희중몇몇이너
희 형제들의 것보다 더 풍성하게 얻
었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
의 교만 중에 ㄱ자고하여지며, 너희
의복의 값짐으로 인하여 목을 뻣뻣
하게 하고 고개를 높이 쳐들며, 너희
가 너희 형제들보다 낫다 생각하여
그들을핍박하는도다.

14 또이제나의형제들아, 너희는
하나님께서이일에너희를의롭다하
시는줄생각하느냐? 보라, 내가너희
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그는
너희를 정죄하시나니, 만일 너희가

이러한일들을고집하면그의심판이
반드시속히너희에게임하리라.

15 오그가너희를꿰뚫을수있으
시며, 그 눈으로 한 번 쳐다보심으로
써 너희를 티끌에 쳐버리실 수 있으
심을너희에게보이시면좋겠도다!

16 오그가너희를이죄악과가증
함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면 좋겠도
다. 그리고 오 너희가 그의 명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이 너희 마음의
ㄱ교만이 너희의 영혼을 멸하지 않게
하면좋겠도다!

17 너희 형제를 너희 자신과 같이
생각하고, 모든 이와 친숙하며, 너희
ㄱ재물을 후히 나누어 ㄴ그들로 너희
와같이부하게하라.

18 그러나 너희가 ㄱ부를 구하기
에앞서너희는하나님의 ㄴ왕국을구
하라.

19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서소망을얻은후에, 만일너희가구
하면 부를 얻을지니, 너희는 선을
ㄱ행하려는－벗은 자를 입히며, 주린
자를 먹이며, 잡힌 자를 놓아 주며,
병든 자와 고난 당하는 자들을 구제
하려는의도로그것을구하리라.

20 또 이제 나의 형제들아, 내가
교만에 관하여 너희에게 말하였거
니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에
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교만하였음으로 인하여 너희 이웃

150야곱서 2:11~20

11ㄱ 니후 25:4; 31:2~3.
12ㄱ 니전 18:25; 

힐 6:9~11; 
이더 10:23.

ㄴ 니전 2:20. 
안내약속의 땅.

13ㄱ 몰 8:35~39.
16ㄱ 안내교만.
17ㄱ 안내구제, 구제를 베풂;

복지.
ㄴ 4니 1:3.

18ㄱ 왕상 3:11~13; 

막 10:17~27; 
니후 26:31; 
교성 6:7. 
안내부.

ㄴ 눅 12:22~31.
19ㄱ 모사 4:26.



151 야곱서 2:21~31

을 괴롭게 하며 그를 핍박한 자들
아, 너희가 그 일에 대해 무슨 말을
하겠느냐?

21 너희는 그러한 일이 모든 육체
를 창조하신 이에게 가증하다고 생
각하지 않느냐? 그리고 한 생명은 그
의 보시기에 다른 생명과 똑같이 귀
하며, 모든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나
니, 그들로 그의 ㄱ계명을 지켜 영원
토록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동일한 목적으로, 그가 그들을 창조
하셨느니라.

22 이에이제나는이교만에관하
여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치노라. 그
리고 내가 더 큰 범죄에 관해 너희에
게 말하지 않아도 좋다면, 내 마음은
너희로인하여심히기뻐할것이라.

23 그러나너희의더큰범죄로인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압박하
는도다. 이는보라, 이같이주께서말
씀하심이라. 이 백성의 죄악이 자라
기 시작하여, 그들이 경전을 깨닫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이 다윗과 그 아
들 솔로몬에 관하여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음행을 범함에 있어 스스로
를변명하려함이니라.

24 보라, 다윗과 ㄱ솔로몬이 진실
로 많은 ㄴ처와 첩을 두었거니와, 그
일은 내 앞에 가증하였느니라, 주의
말이니라.

25 그런즉 이같이 주가 이르노라.

내가 내 팔의 권능으로, 예루살렘 땅
에서이백성을인도해낸것은, 요셉
의허리의열매로부터한 ㄱ의로운가
지를 나를 위하여 일으키려 함이었
느니라.

26 그런즉나주하나님은이백성
이 옛적의 그들처럼 행할 것을 용납
하지아니하리라.

27 그런즉나의형제들아, 내말을
듣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
는 너희 중 아무라도 오직 ㄱ한 아내
를 둘 것이요, 첩은 하나도 두지 말
것임이니,

28 나 주 하나님은 여인의 ㄱ순결
을 기뻐함이라. 그리고 음행은 내 앞
에 가증한 일이로다. 이같이 만군의
주가말하노라.

29 그런즉이백성은내계명을지
킬지니라, 만군의 주의 말이니라, 그
렇지 아니하면 그들의 연고로 땅은
ㄱ저주를받을지어다.

30 이는 내가 나를 위하여 ㄱ자손
을 일으키려 할진대, 만군의 주의 말
이니라, 내가 내 백성에게 명할 것임
이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이
러한것에귀기울일지니라.

31 이는 보라, 나 주가 예루살렘
땅에서 참으로 내 백성의 모든 땅에
서, 그 남편들의 간악함과 가증함으
로 인한 내 백성의 딸들의 슬픔을 보
았고, 그슬퍼함을들었음이니라.

21ㄱ 교성 11:20; 
아브 3:25~26.

24ㄱ 왕상 11:1; 느 13:25~27.
ㄴ 왕상 11:1~3; 

스 9:1~2; 
교성 132:38~39.

25ㄱ 창 49:22~26; 암 5:15;
니후 3:5; 앨 26:36. 
안내리하이, 니파이의
아버지.

27ㄱ 교성 42:22; 49:16. 
안내결혼, 결혼하다.

28ㄱ 안내순결.
29ㄱ 이더 2:8~12.
30ㄱ 말 2:15; 

교성 132:61~66.



32 또 내가 예루살렘 땅에서 인도
해 낸 이 백성의 고운 딸들의 부르짖
음이, 만군의주의말이니라, 내백성
의 남자들을 고발하여 내게로 올라
옴을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의말이니라.

33 이는 그들이 내 백성의 딸들을
그 마음 고움으로 인하여 사로잡아
이끌어 가지 못할 것임이니, 혹 그리
하면 내가 혹심한 저주로 그들을 벌
하여, 필경멸망하게할것임이라. 이
는그들이옛적의그들처럼, ㄱ음행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임이니라, 만군
의주의말이니라.

34 이제 보라, 나의 형제들아, 너
희는 이러한 계명들이 우리 조상 리
하이에게 주어졌음을 아나니, 그런
즉 너희는 이전에 이를 알았느니라.
이에 너희는 큰 정죄를 받기에 이르
렀나니, 이는 너희가 마땅히 행하지
말았어야 할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
음이니라.

35 보라, 너희는우리의형제레이
맨인들보다 ㄱ더 큰 죄악을 행하였도
다. 너희는 너희의 마음 고운 아내들
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고, 너희의 자
녀들 앞에 보인 너희의 나쁜 본으로
인하여, 너희 자녀들의 신뢰를 잃었
나니, 그들의 마음의 흐느낌이 너희
를 고발하여 하나님께 올라가느니
라. 또 너희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엄격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의 마음이 찔려 깊은 상처를 입

고죽었도다.

제 3 장

마음이청결한자들은하나님의기쁜
말씀을 받음－레이맨인들의 의로움
이 니파이인들의 의로움보다 더함－
야곱이 음행과 호색과 온갖 죄에 대
하여경고함. 주전544~421년경.

그러나보라, 나 야곱은 마음이 청결
한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노라. 굳건
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
터운 신앙으로 그에게 기도하라. 그
리하면그가너희의고난의때에너희
를 위로하실 것이요, 너희의 사정을
변호하사, 너희의 멸망을 꾀하는 자
들위에공의를내려보내실것이라.

2 오 너희, 마음이 청결한 모든 자
여, 너희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기쁜
말씀을 받으며, 그의 사랑을 흡족히
취하며, 즐거워할 지어다. 이는 만일
너희의 마음이 ㄱ굳건하면 영원토록
그리하여도가할것임이니라.

3 그러나마음이청결하지아니하
며, 하나님 앞에 오늘날 ㄱ더러운 너
희에게는화, 화가있도다. 이는너희
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땅은 너희의
연고로 저주를 받으며, 너희처럼 더
럽지 아니한 레이맨인들이, 그러할
지라도 그들은 혹심한 저주로 ㄴ저주
를 받았도다, 너희를 매질하여 필경
은멸할것임이라.

152야곱서 2:32~3:3

33ㄱ 안내육욕적, 
육욕적임; 
성적 부도덕.

35ㄱ 야곱 3:5~7.
3 2ㄱ 앨 57:26~27.
3ㄱ 안내더러운, 더러움.

ㄴ 니전 12:23.



153 야곱서 3:4~12

4 또 그때가 속히 이르나니, 너희
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너희
기업의 땅을 차지할 것이요, 주 하나
님께서는 너희 가운데서 의로운 자
들을ㄱ인도해가시리라.

5 보라, 너희가 그 더러움과 그 피
부에 임한 저주로 인하여 미워하는
너희의 형제, 레이맨인들이 너희보
다 더 의로우니라. 이는 그들은 우리
조상에게 주신 주의 계명－곧 그들
이오직한아내만을둘것이요, 첩은
하나도두지말것이며, 그들중에음
행을 범함이 없을 것이라 하신 것을
ㄱ잊지아니하였음이니라.

6 그리고 이제, 이 계명을 그들이
지켜 준행하고 있느니라. 그런즉 이
계명 지키기를 준행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ㄱ긍휼히
여기시리니, 언젠가는 그들이 복 받
은백성이되리라.

7 보라, 그들의 남편은 그 아내를
ㄱ사랑하고, 그들의아내는그남편을
사랑하며, 그들의 남편과 그들의 아
내는 그 자녀를 사랑하나니, 그들의
믿지 않음과 너희를 향한 그들의 증
오심은 그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
암은 것이라. 그런즉 너희의 위대하
신 창조자의 보시기에, 그들보다 너
희가얼마나더나으냐?

8 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
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너희가 그

들과함께하나님의보좌앞에이끌려
나올 때에, 그들의 피부가 너희의 것
보다더흴것을내가두려워하노라.

9 그런즉 한 계명을 내가 너희에
게 주노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곧 너희는 그들의 피부가 어두움으
로 인하여 더 이상 그들에게 대하여
욕하지 말지며, 그들의 더러움으로
인하여서도그들에게대하여욕하지
말 것이요, 너희는 너희 스스로의 더
러움을 기억하며, 그들의 더러움은
그들의 조상들로 인하여 왔음을 기
억할지니라.

10 그런즉, 너희는 너희 ㄱ자녀를
기억하되, 곧 너희가 그들 앞에 보인
본으로 인하여 너희가 어떻게 그들
의 마음을 슬프게 하였는가를 기억
하며, 또한 너희가 너희의 더러움으
로 인하여, 너희 자녀들을 멸망하게
할수있으며, 그들의죄가마지막날
에 너희 머리 위에 쌓이게 됨을 기억
할지어다.

11 오 나의 형제들아, 내 말에 귀
를 기울이라. 너희 영혼의 능력을 일
깨우라. 너희 스스로를 떨쳐 죽음의
잠에서 ㄱ깨어나도록 하고, 스스로를
ㄴ지옥의 고통에서 풀어 너희가 악마
의 ㄷ사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둘째
ㄹ사망인저불과유황의못에던져지
지않도록하라.

12 그리고 이제 나 야곱은 니파이
백성에게 많은 것을 더 말해 주며,

4ㄱ 옴 1:5~7, 12~13.
5ㄱ 야곱 2:35.
6ㄱ 니후 4:3, 6~7; 

힐 15:10~13.

7ㄱ 안내가족; 사랑.
10ㄱ 안내아이, 아이들.
11ㄱ 앨 5:6~9.

ㄴ 안내지옥.

ㄷ 니후 9:8~9.
ㄹ 안내사망, 영적.



ㄱ음행과 ㄴ호색과 온갖 죄를 경고하
고, 그러한 것의 끔찍한 결말을 그들
에게일렀느니라.

13 또 이제 수효가 많아진, 이 백
성의 행한 바를 ㄱ이 판에는 백분의
일도 기록하지 못하나, 그들의 행한
바 중 많은 것이 또한 그들의 전쟁과
그들의 다툼과 그들의 열왕의 다스
림이더큰판에기록되니라.

14 이 판은 야곱의 판이라 하며,
니파이의 손으로 만들어졌나니, 이
에나는이말하기를마치노라.

제 4 장

선지자들은모두그리스도의이름으
로 아버지를 경배하였음－아브라함
이 이삭을 바친 것은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의 표상이었음－사람은 속죄
를 통하여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하
여야함－유대인들은기촛돌을저버
릴것임. 주전544~421년경.

이제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나 야
곱이 말씀으로 나의 백성에 대한 봉
사의 일을 많이 행하였으되, (우리
의 말을 판에 새기기가 어려운 고
로, 내 말의 조금 밖에는 내가 기록
할 수 없도다) 우리는 우리가 판에
기록하는 것이 반드시 남으리라는
것을아노라.

2 그러나 판이 아닌 여하한 것에

라도 우리가 기록하는 것은 무엇이
든지 반드시 소멸되어 없어져 버리
리라. 그러나우리는판에몇마디말
을 기록할 수 있나니, 이것은 우리에
관한 지식, 곧 그들의 조상들에 관한
약간의 지식을, 우리의 자손들과 또
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줄
것이라－

3 이제 이 일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과 우리의
자손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를 받
아 보고, 슬픔이나 경멸이 아니라 기
쁨을 가지고, 그들의 첫 부모에 관하
여 배우기를 바라면서, 부지런히 수
고하여이말씀들을판에새기노라.

4 이는, 바로 이러한 의도로 우리
가 이 일들을 기록하였음이니, 곧 우
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ㄱ알았고,
그의 오시기 수백 년 전 우리가 그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졌음을 그들
로 알게 하려 함이라. 또 우리 스스
로만 그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졌
던 것이 아니요, 우리 앞에 있었던
모든 거룩한 ㄴ선지자들 또한 그러하
였도다.

5 보라그들은그리스도를믿었고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ㄱ경배하였
으며, 또한 우리도 그의 이름으로 아
버지를 경배하노라. 또 이러한 목적
으로 우리가 모세의 ㄴ율법을 지키노
니,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주께로
ㄷ향하게 함이라. 이 까닭에 그것이

154야곱서 3:13~4:5

12ㄱ 안내음행.
ㄴ 안내탐욕; 악한, 악함.

13ㄱ 니전 19:1~4; 
야곱 1:1~4.

4 4ㄱ 안내예수 그리스도.

ㄴ 눅 24:25~27; 
야곱 7:11; 
모사 13:33~35; 
교성 20:26.

5ㄱ 모세 5:8.

ㄴ 니후 25:24; 예이 1:11;
모사 13:27, 30; 
앨 25:15~16. 
안내모세의 율법.

ㄷ 갈 3:24.



155 야곱서 4:6~12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어 의로움이
되나니, 마치 아브라함이 광야에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일에 하나님
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그에게 의
로 여겨진 것과 같으니라. 이는 하나
님과그의ㄹ독생자의표상이니라.

6 이러므로우리가선지자들의기
록을 상고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계
시와 ㄱ예언의영이있어, 이모든 ㄴ증
거를 가짐으로 우리가 소망을 얻으
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
어 진실로 예수의 ㄷ이름으로 ㄹ명할
수있게되나니, 바로그나무들이나,
산들이나, 바다의 물결이 우리에게
순종하느니라.

7 그럼에도불구하고주하나님께
서는 우리의 ㄱ연약함을 우리에게 보
이시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러한 일
을 행할 능력이 있는 것이 그의 은혜
와 사람의 자녀들에 대한 그의 위대
한낮추어오심에의한것인줄을, 우
리로알게하려하심이라.

8 보라, 주의 일이 크고 기이하도
다. 그의 ㄱ비밀의 깊이는 ㄴ찾지 못할
것일러니, 사람이 그의 모든 길을 찾
아냄은 불가능하니라. 또 자기에게
계시되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의 ㄷ길
에 대해 ㄹ알지 못하나니, 그런즉 형
제들아, 하나님의 계시를 경멸히 여

기지말라.
9 이는보라, 그의 ㄱ말씀의권능으

로 ㄴ사람이 땅 위에 왔음이니, 이 땅
은 그의 말씀의 권능으로 창조되었
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능하사
말씀하시매 세상이 있었고, 말씀하
시매 사람이 창조되었다면, 오 그러
하다면 어찌 능히 그의 뜻과 기뻐하
시는 대로, ㄷ땅이나 그 위에 있는 바
그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명하실 수
없으랴?

10 그런즉 형제들아, 주께 ㄱ권고
하려 하지 말고, 그의 손에서 권고를
얻기힘쓰라. 이는보라, 너희가스스
로알고있거니와주는 ㄴ지혜와공의
와 크신 자비로써 그가 지으신 모든
것에권고하심이라.

11 그런즉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
의 ㄱ독생자 그리스도의 ㄴ속죄를 통
하여 그와 화목하게 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을 좇아 ㄷ부활을 얻고, 그가 육
체로자기를나타내시기전에신앙을
가져 그의 안에 있는 영광의 좋은 소
망을얻은, 그리스도의 ㄹ첫열매로하
나님께드린바될수있을것이니라.

12 또이제사랑하는자들아, 내가
이러한 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기이
히 여기지 말라. 대저 부활과 내세에

5ㄹ 창 22:1~14; 
요 3:16~18. 
안내독생자.

6ㄱ 안내예언, 예언하다.
ㄴ 안내증거.
ㄷ 행 3:6~16; 3니 8:1.
ㄹ 안내권능.

7ㄱ 이더 12:27.
8ㄱ 교성 19:10, 76:114.

안내하나님의 비밀.
ㄴ 롬 11:33~36.
ㄷ 사 55:8~9.
ㄹ 고전 2:9~16; 

앨 26:21~22. 안내지식.
9ㄱ 몰 9:17; 모세 1:32.
ㄴ 안내창조하다, 창조;

사람, 사람들.
ㄷ 힐 12:8~17.

10ㄱ 니후 9:28~29; 
앨 37:12, 37; 
교성 3:4, 13.

ㄴ 안내전지; 지혜.
11ㄱ 히 5:9.

ㄴ 안내속죄하다, 속죄.
ㄷ 안내부활.
ㄹ 모사 15:21~23; 18:9; 

앨 40:16~21.



대한 지식을 얻고자 할진대, 어찌 그
리스도의속죄에대해 ㄱ말하여, 그에
대한완전한지식을얻지아니하랴.

13 볼지어다, 나의 형제들아, 예
언하는 자 그는 사람들이 깨닫도록
예언할지니, 이는 ㄱ영은 진실을 말
하며 거짓말하지 아니함이라. 그런
즉 영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말하며,
사물을 장차 ㄴ있을 그대로 말하느니
라. 그리하여 이러한 것들이 우리 영
혼의 구원을 위하여, ㄷ명백히 우리
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느니라. 그러
나보라, 이러한일에우리가홀로증
인인 것이 아니니, 이는 하나님께서
옛선지자들에게도이를말씀하셨음
이니라.

14 그러나 보라, 유대인들은 ㄱ목
이 뻣뻣한 백성이었던지라, 그들이
명백함을지닌말씀을 ㄴ경멸하고, 선
지자들을 죽이고,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구하였도다. 그런즉 그
들이 푯대를 지나쳐 바라봄으로써
눈이멀게되었으매, 그들이 ㄷ눈멀게
됨으로 넘어지지 아니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그의
명백함을 제하시고, 그들이 원했으
므로그들이 ㄹ깨달을수없는것들을
많이 그들에게 내어 주셨음이라. 그
들이이를원하였으므로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사, 그들로 걸려 넘어지게
하신것이니라.

15 또이제나야곱은영에이끌려
예언하노니, 이는 유대인들이 ㄱ걸려
넘어짐으로써 그들이 그 위에 세워
안전한 기초를 가질 수 있는 ㄴ돌을
ㄷ버릴 것임을, 내 안에 있는 영의 역
사하심으로말미암아내가앎이라.

16 그러나보라, 경전에의하건대,
이 ㄱ돌이 유대인들이 그 위에 세울
수 있는 크고 마지막이며 유일하고
견고한ㄴ기초가될것이니라.

17 그러면이제, 내사랑하는자들
아, 이들이그견고한기초를버린후
에, ㄱ언젠가 그 위에 세워, 그것으로
그들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할
수있음이어찌가능하냐?

18 보라, 나의사랑하는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비밀을 밝혀 주리
니, 만일내가어찌하든지, 너희를위
한 나의 지나친 염려로 인하여 흔들
려, 성령 안에 있는 나의 공고함에서
떨어져실족하지아니할진대그리하
리로다.

제 5 장

야곱이가꾼감람나무와들감람나무
의 비유에 관한 지노스의 말을 인용
함－이는이스라엘과이방인의비유
임－이스라엘의분산과집합이예시
됨－니파이인과 레이맨인과 이스라
엘의 온 집에 대한 암시가 주어짐－

156야곱서 4:13~18

12ㄱ 니후 25:26.
13ㄱ 안내성신; 진리.

ㄴ 교성 93:24.
ㄷ 앨 13:23.

14ㄱ 마 23:37~38; 니후 25:2.
ㄴ 고후 11:3; 니전 19:7;

니후 33:2.
ㄷ 사 44:18; 롬 11:25.
ㄹ 니후 25:1~2.

15ㄱ 사 8:13~15; 고전 1:23;
니후 18:13~15.

ㄴ 안내모퉁잇돌; 반석.

ㄷ 니전 10:11.
16ㄱ 시 118:22~23.

ㄴ 사 28:16; 힐 5:12.
17ㄱ 마 19:30; 교성 29:30.



157 야곱서 5:1~11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접붙여질
것임－결국에는 포도원이 불살라질
것임. 주전544~421년경.

보라,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이스라
엘 집에 말한, 선지자 ㄱ지노스의 말
을 읽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일
렀으되,

2 너희 이스라엘의 집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의 선지자인 나의 말을
들으라.

3 이는 보라, 이같이 주께서 말씀
하심이니라. ㄱ이스라엘의집이여, 내
가너를사람이취하여자기 ㄴ포도원
에기른, 가꾼 ㄷ감람나무에비유하리
니, 그것이 자라 점차 고목이 되매,
ㄹ썩기시작하였느니라.

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
주인이 나아가서, 그의 감람나무가
썩기 시작함을 보고 이르되, 내가 그
가지를치고, 그둘레를파고, 그것에
거름을 주리니 혹 그것이 어리고 연
한 가지들을 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자
기의말대로그가지를치고, 그둘레
를파고, 그것에거름을주었느니라.

6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여러
날 후에 그것이 약간의 어리고 연한
가지들을 다소 얼마간 내기 시작하
였으나, 보라, 나무의주된가지끝이
죽기시작하는지라.

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
주인이 이를 보고 그의 종에게 이르
되, 내가 이 나무를 잃게 됨은 내게
슬픈일이라. 그런즉가서 ㄱ들감람나
무에서 가지들을 떼어, 그것을 이리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우리는 말
라 죽기 시작하는, 저 주된 가지들을
꺾어 내어 그것들을 불에 던져 살라
지게하리라.

8 또 보라, 포도원의 주의 말이니
라, 내가이어리고연한가지들을많
이 가져다가, 어디든지 내가 원하는
곳에 접붙이리니, 설혹 이 나무의 뿌
리가 죽을지라도 상관없이, 내가 나
를 위하여 그 열매를 보전할 수 있으
리로다. 그런즉 나는 이 어리고 연한
가지들을 취하여 어디든지 내가 원
하는곳에접붙이리라.

9 너는들감람나무가지들을취하
여, 그 ㄱ대신에 접목하라. 내가 꺾어
낸 이것들은 내 포도원 땅을 버리지
않도록, 내가불에던져넣어태워버
리리라하였느니라.

1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
의 주의 종이 포도원의 주의 말대로
행하여, ㄱ들감람나무 가지들을 접붙
이니라.

11 이에 포도원의 주가 그 둘레를
파고, 가지를치고, 거름을주게하고
그종에게이르되, 내가이나무를잃
게됨은내게슬픈일이라. 그런즉그
뿌리를 보전하여 그것으로 죽지 않

5 1ㄱ 안내지노스.
3ㄱ 겔 36:8. 

안내이스라엘.
ㄴ 교성 101:44. 

안내포도원, 주의.
ㄷ 롬 11:17~24. 

안내감람나무.
ㄹ 안내배도.

7ㄱ 롬 11:17, 24.
9ㄱ 롬 1:13.

10ㄱ 안내이방인.



게하여, 나를위하여그뿌리를보전
하려, 내가이를행하였노라.

12 그런즉네길을가서, 내말대로
나무를살피며, 그것에거름을주라.

13 그리고 이것들은 내가 내 포도
원의 가장 낮은 곳에 ㄱ둘지라, 어디
든지 내가 원하는 곳에요, 네게는 상
관이 없나니, 내가 그리 행함은 나무
의 원가지들을 나를 위하여 보전하
려함이며, 또한내가나를위하여절
기에 대비하여 그 열매를 쌓아 두려
함이니라. 이는내가이나무와그열
매를 잃게 됨은 내게 슬픈 일임이라
하니라.

1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
의주가자기길을가서, 포도원의가
장 낮은 곳들에 가꾼 감람나무의 원
가지들을 숨기되, 그의 뜻과 기뻐하
는바를따라, 얼마는이곳에얼마는
다른곳에숨기니라.

1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오랜
세월이 지나고, 포도원의 주가 그의
종에게 이르되, 오라, 포도원으로 내
려가서, 포도원에서일하도록하자.

1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
의 주와 또한 그의 종이 일하러 포도
원에 내려가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
었나니 종이 그 주인에게 이르되, 보
소서, 여기이나무를보소서.

1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
의 주가 눈을 들어 들감람나무 가지
들이 접붙여졌던 나무를 보니, 그것
이싹이나고 ㄱ열매를맺기시작하였
더라. 또 그가 보니 그 나무가 좋았

고, 그열매는원열매와같은지라.
18 그가종에게이르되보라, 들나

무의 가지들이 그 뿌리의 수분을 붙
들었으므로, 그 뿌리가 많은 힘을 내
었고, 그 뿌리의 힘이 많음으로 인하
여 들가지들이 가꾼 열매를 맺었도
다. 이제우리가만일이가지들을접
붙이지 않았더라면, 그 나무는 죽었
으리라. 이제 보라, 나는 그 나무가
맺은 열매를 많이 쌓아 두리니, 그것
의 열매를 나 스스로를 위하여 절기
에대비하여쌓아두리라하니라.

19 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의
주가종에게이르되, 오라, 우리가포
도원의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나무
의 원가지들도 많은 열매를 맺지 아
니하였는가 보자. 그럴진대 내가 나
스스로를 위하여, 절기에 대비하여
그것의 열매를 쌓아 둘 수 있으리라
하니라.

2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인이
나무의 원가지들을 숨긴 곳으로 그
들이 나아가더니, 그가 종에게 이르
되, 이들을 보라 하고, 이에 그가 ㄱ첫
번 것을 본즉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
었고, 그열매가좋은것을그가또한
보았더라. 이에 그가 종에게 이르되,
이의 열매를 취하고, 절기에 대비하
여그것을쌓아두어, 나로나스스로
를 위하여 그것을 보전하게 하라 하
고, 그가 이르되, 이는 보라, 이 오랜
세월을 내가 그것에게 거름을 주며
길렀더니,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었
음이니라하니라.

158야곱서 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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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또이렇게되었나니종이그주
인에게 이르되, 어찌 이 나무를 또는
이 나뭇가지를 심으러 이리로 오시
나이까? 보소서, 이는 주인의 포도원
모든 땅 가운데 가장 척박한 곳이었
음이니이다하니라.

22 이에 포도원의 주가 그에게 이
르되, 나에게권고하지말라. 나도이
곳이 척박한 땅인 줄 알았노라. 그러
므로내가네게이르기를, 내가이오
랜 세월을 그것에 거름을 주며 길렀
다 하였노니,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
었음을네가보느니라하니라.

23 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의
주가그종에게이르되, 여기를보라,
보라 내가 그 나무의 다른 가지를 또
심었나니, 네가 알거니와 이 곳 땅은
첫번 곳보다도 더 척박했었도다. 그
러나나무를보라. 내가이오랜세월
을 그것에 거름을 주며 길렀더니, 그
것이 많은 열매를 맺었도다. 그러므
로 그것을 모아 절기에 대비하여 쌓
아두어, 나로나스스로를위하여그
것을보전하게하라하니라.

24 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의
주가다시그종에게이르되, 여기내
가 심은 다른 ㄱ가지도 보라, 내가 이
것도 역시 거름을 주며 가꾸었음을
볼지니, 그것이열매를맺었도다.

25 그가또종에게이르되, 여기맨
나중것을보라. 보라, 이것을내가땅
의 ㄱ좋은 곳에 심고, 내가 이 오랜 세

월을 그것에 거름을 주며 가꾸었거
늘, 나무의 한 부분만이 가꾼 열매를
맺었고, 나무의 ㄴ다른 부분은 들열매
를맺었도다. 보라, 내가다른나무들
처럼이나무를가꾸었느니라.

2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
의 주가 종에게 이르되, 좋은 ㄱ열매
를 맺지 아니한 가지들을 꺾어 내어
불에던지라하였느니라.

27 그러나보라, 종이그에게이르
되, 우리가그가지를치고, 그둘레를
파고, 조금 더 거름을 주며 가꾸사이
다. 혹그것이주를위하여좋은열매
를 맺으므로, 주께서 절기에 대비하
여그것을쌓아둘수있으시리이다.

2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
의 주와 포도원의 주의 종이 포도원
의 모든 열매에 거름을 주며 가꾸었
느니라.

29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포도원의 주가
그 ㄱ종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포
도원으로 내려가 다시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하자. 이는 보라, ㄴ때가 가
까워 옴이요, ㄷ끝이 곧 이름이니라.
그런즉 나는 나 스스로를 위하여, 절
기에 대비하여 열매를 쌓아 두어야
하느니라.

3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
의 주와 종이 포도원으로 내려가, 원
가지들이 꺾여 나가고 들가지들이
접목된나무에이르렀더니, 보라 ㄱ온

24ㄱ 겔 17:22~24; 
앨 16:17; 
3니 15:21~24.

25ㄱ 니전 2:20.

ㄴ 3니 10:12~13.
26ㄱ 마 7:15~20; 

앨 5:36; 
교성 97:7.

29ㄱ 교성 101:55; 103:21.
ㄴ 안내마지막 날, 후일.
ㄷ 니후 30:10; 야곱 6:2.

30ㄱ 안내배도.



갖열매가나무를시달리게하더라.
3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

의 주가 그 수대로 각종 열매를 맛보
니라. 그리고는 포도원의 주가 이르
되, 보라, 이 오랜 세월을 우리가 거
름을 주며 이 나무를 가꾸었고, 내가
많은 열매를 절기에 대비하여 나를
위해쌓아두었노라.

32 그러나보라, 이번에많은열매
를 맺기는 하였으되, 좋은 것은 ㄱ하
나도 없도다. 또 보라, 있는 것은 온
갖 종류의 나쁜 열매이니, 우리의 모
든 수고에도 불구하고, 내게 유익함
이없도다. 이제내가이나무를잃게
됨은내게슬픈일이로다하니라.

33 또 포도원의 주가 종에게 이
르되, 우리가 나무에게 어떻게 하여
야 내가 나 스스로를 위하여 이 나
무의 좋은 열매를 다시 보전할 수
있겠느냐?

34 이에종이그주인에게이르되,
보소서, 주인께서 들감람나무의 가
지들을접붙이셨으므로그가지들이
뿌리에 양분을 공급하여, 뿌리가 살
고 죽지 아니하였으니, 그런즉 뿌리
가 아직 좋은 것을 주인께서 보시나
이다하니라.

3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
의 주가 그 종에게 이르되, 못된 열
매를 맺는 한 나무가 내게 유익함이
없고, 그 뿌리도 내게 유익함이 없느
니라.

36 그러할지라도 그 뿌리가 좋은

줄을 내가 알며, 나 스스로의 목적을
위하여 그 뿌리를 내가 보전하였노
니, 그많은힘으로인하여뿌리가이
제까지 들가지들에서 좋은 열매를
맺었도다.

37 그러나 보라, 들가지들이 자라
그뿌리를 ㄱ앞질렀고, 들가지들이그
뿌리를 이겼음으로 인하여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많이 맺었으며, 못된 열
매를 이처럼 많이 맺었음으로 인하
여 나무가 죽기 시작하는 것을 네가
보나니, 우리가 나무를 보전하고자
이를 위해 무엇인가 하지 아니할진
대, 곧 시들어 불에 던져지게 되리라
하니라.

38 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의
주가 그 종에게 이르되, 포도원의 가
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원가지들
도 못된 열매를 맺었는지 보도록 하
자하더라.

3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포도원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
이 본즉 원가지의 열매도 역시 못 쓰
게 되었으니, 곧 ㄱ첫째와 둘째와 나
중된것까지라, 이들이모두못쓰게
되었더라.

40 또 나중 된 것의 ㄱ들열매는 그
나무의 좋은 열매 맺던 부분을 이겨,
그가지가말라죽어버렸더라.

4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
의 주가 울며 종에게 말하되, ㄱ나의
포도원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더 할

160야곱서 5: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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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었겠는가?
42 보라, 이것들 외에는 포도원의

모든열매가못쓰게된줄내가알았
었고, 이제는 한때 좋은 열매를 맺었
던 이것들도 못 쓰게 되었으니, 이제
내 포도원의 모든 나무가 다만 찍혀
불에 던져지는 것 외에는 아무 쓸모
가없도다.

43 또이나중된것을보라, 그가
지가 시들어 버렸도다. 내가 땅의
ㄱ좋은 곳, 참으로 내게 있어 내 포도
원 땅의 다른 모든 곳보다 뛰어난 곳
에심었었노라.

44 또 네가 보았거니와 이 나무를
대신 심고자, 내가 또 이 곳의 땅을
ㄱ버리고있던것들을베어버렸으며,

45 또네가보았거니와그한부분
은좋은열매를맺었고, 또한부분은
들열매를 맺었었더니, 내가 그 가지
들을 꺾어 불에 던지지 아니한 까닭
에, 보라이들이좋은가지를이겨좋
은가지가시들어버렸도다.

46 또 이제 보라, 나의 포도원에
대한 우리의 모든 보살핌에도 불구
하고, 그 나무들이 못 쓰게 되어, 좋
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거니와, 이들
을 나는 보전하여 나 스스로를 위하
여, 절기에 대비하여 그 열매를 쌓아
두기를 소망하였노라. 그러나 보라,
이들이 들감람나무처럼 되어 버렸
으니, 이들이 ㄱ찍혀 불에 던져지는
것 외에는 아무 가치가 없도다. 이에
내가 이들을 잃게 됨은 내게 슬픈 일

이라.
47 그러나 내가 내 포도원에서 무

엇을 더 할 수 있었으랴. 내가 내 손
을 게을리하여 그것을 가꾸지 아니
하였더냐? 아니라, 내가 이를 가꾸었
으며, 내가그둘레를팠었으며, 내가
그 가지를 쳤으며, 내가 그것에 거름
을주었으며, 내가거의온종일내손
을 ㄱ뻗쳤거늘 이제 ㄴ끝이 가까워 오
니, 내가내포도원의모든나무를찍
어, 불에던져태워야함은내게슬픈
일이로다. 나의 포도원을 못 쓰게 한
것이누구냐?

4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종이 그
주인에게 이르되, 그것은 주인의 포
도원이웃자라있음이아니니이까－
그 가지들이 좋은 뿌리를 이기지 아
니하였나이까? 또 가지들이 그 뿌리
를 이겼으므로, 보소서, 그것들이 뿌
리의 힘보다 더 빨리 자라 힘을 빼앗
았으니, 보소서, 내가 여짜옵거니와
이것이 주인의 포도원 나무들이 못
쓰게된까닭이아니니이까하니라.

4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
의 주가 종에게 이르되, 가서 포도원
의 나무들을 찍어 불에 던져, 그것들
이 내 포도원의 땅을 버리지 않게 하
자. 이는 내가 할 바를 다 하였음이
라. 내 포도원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더할수있었겠느냐?

50 그러나보라, 종이포도원의주
께 이르되, 이를 조금 ㄱ더 두고 보소
서하는지라.

43ㄱ 니후 1:5.
44ㄱ 이더 13:20~21.
46ㄱ 3니 27:11.

47ㄱ 니후 28:32; 
야곱 6:4.

ㄴ 안내세상－세상의 끝.

50ㄱ 야곱 5:27.



51 이에 주가 이르되, 그러하리라
내가 내 포도원의 나무를 잃게 됨은
내게슬픈일인즉, 내가이를조금더
두고보리라.

52 그런즉 나의 포도원 가장 낮은
곳에내가심은이것들의 ㄱ가지를우
리가 취하자. 그리고 이들을 그 원래
의 나무에 접붙이자. 그리고 그 열매
가 가장 쓴 가지들을 그 나무에서 떼
어내고, 그대신에그나무의원가지
들을접목하자.

53 또 내가 이렇게 행할 것은 그
나무가죽지않게하여, 혹나스스로
의 목적을 위하여 그 뿌리를 나를 위
하여보전할까함이라.

54 또 보라, 내가 어디든지 내가
원하는 곳에 심어 둔 나무의 원가지
들의 뿌리가 아직 살아 있나니, 그런
즉 내가 나 스스로의 목적을 위하여
그것 역시 보전하고자, 이 나무의 가
지들을 취하여 그것에 ㄱ접붙이리라.
참으로 나는 그 어미 나무의 가지들
을 그것에 접붙이리니, 이는 나 스스
로를 위하여 뿌리 역시 보전하여, 뿌
리가 충분히 강하게 되면 나를 위하
여좋은열매를맺어, 내가내포도원
의 열매로 말미암아 여전히 영광을
누리려함이니라.

5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들나무같이 된 원나무에서 취하여,
역시 들나무같이 된 원나무들에 접
붙였느니라.

56 그리고 그들이 또한 들나무같

이 된 원나무들에서 취하여, 그 어미
나무에접붙이니라.

57 그리고는 포도원의 주가 종에
게이르되, 가장쓴것이아니거든나
무들에게서들가지들을떼어내지말
고, 그것들에 너희는 내가 이른 대로
접을붙일지니라.

58 그리고 우리는 포도원의 나무
들을다시가꿀것이요, 우리는그가
지들을 손질할 것이며, 우리는 또 시
들어 필히 죽을 가지들을 나무들에
게서떼내어불에던질것이라.

59 이에내가이렇게행함은혹그
들의 뿌리가 그 좋음으로 인하여 힘
을 얻게 하려 함이요, 가지들을 바꿈
으로 인하여 좋은 것이 못된 것을 이
기게하려함이라.

60 그리고 내가 원가지들과 그 뿌
리를 보전하였고, 또 내가 원가지들
을다시그어미나무에접붙이고, 그
어미 나무의 뿌리를 보전하여, 혹 내
포도원의 나무들이 또다시 좋은 ㄱ열
매를 맺게 하며, 내가 포도원의 열매
로 말미암아 다시 기쁨을 얻으며, 혹
내가 처음 열매의 뿌리와 가지들을
보전하였음을크게기뻐하고자하였
은즉－

61 그런즉 가서 ㄱ종들을 부르라,
그리하여 우리가 포도원에서 힘을
다해부지런히 ㄴ일하여, 길을예비하
고, 그리하여 나로 원열매를 다시 맺
게할지니, 이원열매는다른모든열
매보다좋고지극히귀한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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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ㄱ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집합.

54ㄱ 니전 15:12~16.

60ㄱ 사 27:6.
61ㄱ 야곱 6:2; 

교성 24:19.

ㄴ 교성 39:11, 1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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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그런즉 가서 이번에 마지막으
로힘을다하여일하자. 이는보라끝
이 가까워 옴이니, 이는 마지막으로
내가나의포도원을손질할때니라.

63 가지들을 접붙이라. ㄱ나중 된
것에서 시작하여 그것들로 먼저 되
게 하고, 먼저 된 것으로 나중 되게
하며, 나무를 둘러 파되, 묵은 것과
어린 것, 먼저 된 것과 나중 된 것, 그
리고 나중 된 것과 먼저 된 것을 다
그리하여, 모두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가꾸도록하라.

64 그런즉 그 둘레를 파고, 그 가
지를치며, 마지막으로한번더거름
을주라. 이는끝이가까워옴이니라.
그리고 이 마지막 접목들이 자라, 원
열매를 맺거든 그때 너희는 그것들
이자랄길을예비할지니라.

65 또 그것들이 자라기 시작할 때
너희는 좋은 것의 힘과 그 크기를 따
라, 쓴 열매 맺는 가지들을 쳐 버리
되, 너희는 그 나쁜 것을 한번에 다
ㄱ쳐 버리지는 말라. 두렵건대 그 뿌
리가 접목에 비해 너무 강하여 그 접
목이 죽으므로, 내가 내 포도원의 나
무들을잃을까하노라.

66 이는 내가 내 포도원의 나무들
을잃게됨은내게슬픈일임이라. 그
런즉 너희는 좋은 것이 자라는 데 따
라서나쁜것을쳐버려서, 뿌리와줄
기 끝의 힘이 동등하게 되도록 하되,
좋은것이나쁜것을이기고, 나쁜것

은찍혀불에던지워, 내포도원의땅
을 버리지 않게 되기까지 그리하라.
이같이 내가 내 포도원에서 나쁜 것
들을일소할것이요,

67 또 원나무의 가지들을 내가 원
나무에다시접붙일것이며,

68 또 원나무의 가지들을 내가 나
무의 원가지들에 접붙이리니, 이같
이 내가 그들을 다시 합하게 하여 그
들로 원열매를 맺게 한즉, 그들이 하
나가될것이라.

69 또나쁜것은참으로내포도원
의 모든 땅 밖으로 ㄱ버려지리니, 이
는 보라, 이번 한 번만 내가 내 포도
원을손질할것임이로다.

7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
의 주가 그 ㄱ종을 보내매, 종이 가서
주가 그에게 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종들을데려왔으나, 그들의수가 ㄴ적
더라.

71 이에 포도원의 주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너희힘을다하여, 포도
원에서 ㄱ일하라. 이는 보라, 이번이
나의 포도원을 가꾸는 ㄴ마지막임이
니, 이는끝이가까웠고, 절기가속히
이름이라. 또 만일 너희가 나와 함께
너희 힘을 다하여 일하면 곧 이를 때
를 대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쌓아
둘 열매로 말미암아 너희가 ㄷ기쁨을
누리리라.

7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종들이
나아가 힘을 다하여 일하였고, 포도

63ㄱ 니전 13:42; 
이더 13:10~12.

65ㄱ 교성 86:6~7.
69ㄱ 니전 22:15~17, 23;

니후 30:9~10.
70ㄱ 교성 101:55; 103:21.

ㄴ 니전 14:12.
71ㄱ 마 21:28; 야곱 6:2~3;

교성 33:3~4.
ㄴ 교성 39:17; 43:28~30.
ㄷ 교성 18:10~16.



원의 주도 그들과 함께 일하더니, 그
들은 범사에 포도원의 주의 명령에
순종하였더라.

73 이에 포도원에 다시 원열매가
있게 되었고, 원가지들은 심히 무성
하게 자라기 시작하였으며, 들가지
들은 뽑혀 버려지기 시작하였고, 그
들은그뿌리와줄기끝을그힘에따
라, 동등하게유지하였더라.

74 이에 이같이 그들이 포도원의
주의 명령대로, 부지런함을 다하여
일하되, 곧 나쁜 것이 포도원 밖으로
버려지기까지 그리하였고, 주가 자
기를 위하여 보전하매 나무들이 다
시 원열매가 되고, 이들이 ㄱ한 몸같
이되며, 그열매가고르니, 포도원의
주가 처음부터 그에게 가장 귀하던
원열매를자기를위하여보전하였느
니라.

75 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의
주가 그의 열매가 좋고, 그의 포도
원이 더 이상 못 쓰게 되지 않는 것
을 보고, 그의 종들을 부르고 그들
에게 이르되, 보라, 이번에 마지막
으로 우리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었
으되, 네가 보거니와 내가 내 뜻대
로 행하였노니, 내가 원열매를 보전
하매, 그것이 처음에 그러하였던 것
같이 좋도다. 또 네게 ㄱ복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나의 포도원에서 나와
함께 부지런히 일하며, 나의 명령을
지키고, ㄴ원열매를 다시 내게로 가
져와, 나의 포도원이 더 이상 못 쓰

게 되지 않고, 나쁜 것은 버리웠으
므로, 보라 내 포도원의 열매로 인
하여 너희가 나와 더불어 기쁨을 누
릴것임이니라.

76 이는보라, 속히이르는절기에
대비하여, 내가 ㄱ오랫동안나스스로
를 위하여 내 포도원의 열매를 쌓아
둘 것임이라. 또 마지막으로 내가 내
포도원을가꾸고, 그가지를치고, 그
둘레를 파고, 거기에 거름을 주었으
니, 그런즉 나는 내가 말한 바대로,
오랫동안 열매를 나를 위하여 쌓아
두리라.

77 못된 열매가 나의 포도원에 다
시들어올때가이르면, 그때내가좋
은것과나쁜것을모으게하고, 좋은
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보전하고, 나
쁜 것은 내가 제자리에 던져 버리리
라. 그러고 나면 ㄱ절기와 끝이 오나
니, 내가 나의 포도원을 불에 ㄴ살라
지게하리라하니라.

제 6 장

주께서는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실것임－세상은불에살라질
것임－사람이 불과 유황의 못을 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따라야함. 주전544~421년경.

그리고이제보라, 나의형제들아, 내
가예언하겠다고너희에게일렀음같
이, 보라, 이것이 나의 예언이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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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ㄱ 교성 38:27.
75ㄱ 니전 13:37.

ㄴ 안내이스라엘.

76ㄱ 니전 22:24~26. 
안내복천년.

77ㄱ 계 20:2~10; 

교성 29:22~24;
43:29~33; 88:110~116.

ㄴ 안내세상－세상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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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자 ㄱ지노스가 이스라엘의 집에
대하여 말한 바, 그들을 가꾼 감람나
무에 비유한 것이 정녕코 반드시 이
루어지리라.

2 또 그가 자기 백성을 ㄱ회복하시
려고 두 번째로 다시 그의 손을 펴실
그날이, 곧주의 ㄴ종들이그의 ㄷ권능
으로 나아가 그의 ㄹ포도원을 ㅁ가꾸
며 가지를 칠 날이니, 참으로 마지막
으로 그리할 때이며, 그 후에 ㅂ끝이
곧오느니라.

3 또 그의 포도원에서 부지런히
일한 자들의 복됨이 그 어떠하며, 또
한 제 자리로 내어쫓길 자들의 저주
받음이 그 어떠하냐! 그리고 세상은
불에ㄱ살라지리라.

4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이 그 어떠하냐, 이는
그가 ㄱ이스라엘집을기억하시되, 뿌
리와 가지를 모두 기억하시며, 온종
일 그들에게 그 ㄴ손을 내뻗으시며,
그들이 ㄷ목이 뻣뻣하고 거스려 말하
는 백성이라도, 그 마음을 완악하게
아니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왕
국에서구원받을것임이라.

5 그런즉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아, 진지한 말로써 내가 너희에게 구
하노니,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의 뜻
을 다하여 와서, 하나님께 합하기를

그가너희에게 ㄱ합하심같이하고, 그
의 자비하신 ㄴ팔이 낮의 빛 가운데
너희를 향하여 펴져 있는 동안, 너희
마음을완악하게하지말라.

6 참으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
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어찌 ㄱ죽고자 하
느냐?

7 보라, 너희가 온종일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 받고 나서, 너
희가못된열매를맺음으로 ㄱ찍혀불
에던지워야만하겠느냐?

8 보라, 너희는 이 말씀을 저버리
겠느냐? 너희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저버리겠으며, 그토록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했음에도, 그
리스도에 관하여 한 모든 말을 저버
리며 그리스도의 선한 말씀과 하나
님의 권능과 성신의 ㄱ은사를 부인하
며 성령을 소멸하며, 너희를 위해 마
련된 위대한 구속의 계획을 조롱하
겠느냐?

9 만일 너희가 이렇게 행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과 부활의
능력이, 너희를데려다하나님의 ㄱ심
판대 앞에 부끄러움과 무서운 ㄴ죄책
감으로 서게 하실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0 또 공의는 거부할 수 없은즉,

6 1ㄱ 야곱 5:1.
2ㄱ 니전 22:10~12; 

교성 110:11. 
안내복음의 회복.

ㄴ 야곱 5:61.
ㄷ 니전 14:14.
ㄹ 안내포도원, 주의.
ㅁ 야곱 5:71.
ㅂ 니후 30:10.

3ㄱ 니후 27:2; 
야곱 5:77; 
3니 25:1.

4ㄱ 삼하 7:24.
ㄴ 야곱 5:47.
ㄷ 모사 13:29.

5ㄱ 안내단합.
ㄴ 앨 5:33~34; 

3니 9:14.

6ㄱ 겔 18:21~23.
7ㄱ 앨 5:51~52; 

3니 27:11~12.
8ㄱ 안내은사, 성신의.
9ㄱ 안내심판, 마지막.
ㄴ 모사 15:26. 

안내죄책감.



ㄱ공의의 능력을 좇아 너희는 저 불
과 유황의 ㄴ못에 들어가야 하나니,
그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며, 그 연기
가 세세 영원토록 올라가느니라. 이
불과 유황의 못은 ㄷ끝없는 ㄹ고통이
니라.

11 오 그러할진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회개하고 ㄱ좁은문
으로 들어가, 영생을 얻기까지 계속
하여협착한길로행하라.

12 오 ㄱ지혜로우라. 내가 무엇을
더말할수있으리요.

13 끝으로 내가 하나님의 기쁜 심
판대 앞에서 너희를 만날 때까지, 너
희에게 작별을 고하노니, 하나님의
심판대는 간악한 자들을 ㄱ무서운 공
포와두려움으로치느니라. 아멘.

제 7 장

시렘이그리스도를부인하고야곱과
다투고표적을요구하다가하나님의
치심을 당함－모든 선지자는 다 그
리스도와 그의 속죄에 대하여 말하
였음－니파이인들은환난중에태어
나 레이맨인들의 미움을 받으며 방
황하는 자로서 그들의 날을 살아 나
갔음. 주전544~421년경.

그리고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수년
이지난후, 이름이시렘이라하는사
람이니파이백성가운데오니라.

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백성 가운데 전파하며, 그리스도는
없을 것이라 선포하기 시작하였고,
또 백성들에게 아첨이 되는 것을 많
이 전파하니, 그가 이렇게 행한 것은
그리스도의교리를무너뜨리고자함
이었더라.

3 또 그가 백성들의 마음을 이끌
어 내고자 부지런히 일하더니, 결국
많은 이들의 마음을 이끌어 내었고,
또 나 야곱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있음을 알고, 내게
로오고자많은기회를찾았더라.

4 또 그는 유식하여 백성들의 언
어를 완전히 알았고, 그리하여 악마
의 능력을 좇아 많은 아첨과 많은 언
변의능력을구사할수있었던지라.

5 이러한 일에 관하여 내가 본 많
은것들과많은 ㄱ계시에도불구하고,
그는 나를 흔들어 신앙에서 떨어지
게 하려는 소망을 가졌었나니, 이는
내가 진실로 천사들을 보았고, 그들
은 나에게 성역을 베풀었음이라. 그
러나 또한 나는 시시로 다름 아닌 말
씀으로 내게 고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었나니, 그런고로 내가 흔들릴
수없었느니라.

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내
게와서, 이와같이나에게말하여이
르되, 형제 야곱이여, 내가 당신에게
말하고자 기회를 많이 찾았노니, 이
는 내가 들었고 또한 알고 있거니와
당신이 많이 다니며, 당신이 칭하기
를 복음 곧 그리스도의 교리라 하는

166야곱서 6:11~7:6

10ㄱ 안내공의.
ㄴ 니후 28:23. 안내지옥.
ㄷ 교성 19:10~12.

ㄹ 안내정죄.
11ㄱ 니후 9:41.
12ㄱ 몰 9:28.

13ㄱ 앨 40:14.
7 5ㄱ 니후 11:3; 야곱 2:11.



167 야곱서 7:7~15

것을전파함이라.
7 또 당신은 이 백성을 많이 이끌

어 내어 그들로 하나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고, 바른 길인 모세의 율법을
ㄱ지키지 않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바꾸어 당신이 말하기를 지금으로
부터 수백 년 후에 오리라 하는 자를
경배하게 하였으니, 이제 보라, 나
시렘은 이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임을, 당신에게 선언하노라, 이는
아무도 그러한 것들을 알지 못함이
니, 사람이장차올일을 ㄴ말할수없
음이니라 하였나니, 이러한 모양으
로 시렘이 참으로 나를 대적하였느
니라.

8 그러나 보라, 주 하나님께서 당
신의 ㄱ영을나의영혼에부어넣으시
매, 내가그의모든말에그로부끄러
움을당하게하였느니라.

9 또 내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장
차 오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느냐 하
매, 그가 이르되, 만일 그리스도가 있
다면내가그를부인하지아니할것이
나, 나는 그리스도가 있지 아니하며,
과거에도 있지 아니하였고, 장차도
있지아니할것을아노라하는지라.

10 또내가그에게이르되너는경
전을믿느냐하매, 그가이르되, 그러
하다하는지라.

11 또내가그에게이르되, 그러면
네가 경전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경

전은진실로그리스도를증거함이라.
보라 내가 네게 이르거니와 이 그리
스도에 관하여 말함이 없이, 기록하
거나ㄱ예언을한선지자가없느니라.

12 또 이것이 모두가 아니라－그
일은 나에게 분명히 밝혀졌었나니,
이는 내가 듣고 보았음이며, 그 일은
또한 성신의 ㄱ권능으로 나에게 분명
히 밝혀졌었나니, 그런즉, 내가 알거
니와 만일 속죄가 이루어짐이 없다
면 모든 인류는 반드시 ㄴ잃어 버린
바되리라하였느니라.

1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나
에게 이르되, 네가 그처럼 많이 알고
있는 바, 이 성신의 권능으로 내게
ㄱ표적을보이라하더라.

14 이에내가그에게이르되, 내가
누구관대 하나님을 시험하여 네가
ㄱ참된 것으로 알고 있는 일에 네게
표적을 보이시게 하겠느냐? 이제도
네가 이를 부인할 것은, 네가 ㄴ악마
에게 속한 연고니라. 그럼에도 나의
뜻대로 되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러
나 만일 하나님이 너를 치실진대 그
것이 네게 하나님이 하늘에서나 땅
에서나 권능을 가지셨고, 또한 그리
스도께서 장차 오시리라는 표적이
될지어다. 그리고주여, 나의뜻이아
니옵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
하나이다.

1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 야곱

7ㄱ 야곱 4:5.
ㄴ 앨 30:13.

8ㄱ 안내영감, 영감을 주다.
11ㄱ 계 19:10; 

니전 10:5; 
야곱 4:4; 

모사 13:33~35; 
교성 20:26. 
안내예수 그리스도.

12ㄱ 안내하나님, 신회－성신
하나님; 성신.

ㄴ 니후 2:21.

13ㄱ 마 16:1~4; 
앨 30:43~60. 
안내표적.

14ㄱ 앨 30:41~42.
ㄴ 앨 30:53.



이 이 말을 하고 나자, 주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매 그가 땅에 엎드러지
더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여러날동안요양을받더라.

16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내일 함께 모이
라. 이는내가죽을것임이라. 그런즉
내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말하기
를원하노라하는지라.

1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다음 날
무리가 함께 모이매, 그가 그들에게
명백히 말하여 그가 그들에게 가르
친 바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성신
의 권능과 천사들의 성역을 시인하
였더라.

18 또그가 ㄱ악마의능력에 ㄴ속았
음을 그들에게 명백히 말하니라. 또
그가 지옥과 영원과 영원한 형벌에
대하여말하였더라.

19 또이르되, 내가하나님께거짓
말을 하였으니, 내가 혹 ㄱ사함 받지
못할 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 두렵도
다. 이는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말하기를 내가 경전을 믿는다 하였
음이라. 그러나 경전은 진실로 그를
증거하느니라. 내가 이같이 하나님
께 거짓말하였으므로 내 처지가 ㄴ참
혹하게 될까 심히 두려우나, 내가 하
나님께고백하노라.

20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이말을하고나서, 더말하지못하고

혼이ㄱ떠나더라.
21 또 그가 혼이 떠나려 할 때 이

렇게 말하는 것을 무리가 목격하고
심히 놀라더니, 하나님의 권능이 그
들에게내려임하매, 그들이 ㄱ압도되
어땅에엎드러지더라.

22 이제이는나야곱을기쁘게하
는 일이었나니, 이는 내가 그것을 하
늘에계신내아버지께구하였음이요,
아버지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
고내기도에응답해주셨음이라.

2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들
가운데 화평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
시 회복되어 그들이 경전을 ㄱ상고하
며, 이 간악한 자의 말에 더 이상 귀
를기울이지아니하였느니라.

2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
맨인들을 ㄱ돌이켜 진리의 지식에로
회복하고자여러방안이강구되었으
나, 그 모두가 ㄴ헛되었나니, 이는 그
들이 ㄷ전쟁과 ㄹ유혈을 즐기며, 그들
의형제우리를대하여영원한 ㅁ증오
를 가졌음이라. 또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무장의 힘으로 우리를 멸하
기를구하였느니라.

25 그리하여 니파이 백성은 자기
들의 구원의 ㄱ반석이신 하나님을 의
뢰하며, 자기들의 무장과 자기들의
온 힘을 다하여 그들에게 대하여 방
비하였나니, 이러므로그들이아직은
그들의대적을이기는자가되니라.

168야곱서 7:16~25

18ㄱ 안내악마.
ㄴ 앨 30:53. 안내속임,

속이다, 거짓.
19ㄱ 안내용서 받지 못할 죄.

ㄴ 모사 15:26.
20ㄱ 렘 28:15~17.

21ㄱ 앨 19:6.
23ㄱ 앨 17:2.
24ㄱ 이노 1:20.

ㄴ 이노 1:14.
ㄷ 모사 10:11~18.
ㄹ 예이 1:6; 

앨 26:23~25.
ㅁ 니후 5:1~3; 

모사 28:2.
25ㄱ 안내반석.



169 야곱서 7:26~이노스서 1:3

26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 야
곱은 늙게 되었고, 이 백성의 기록은
니파이의 ㄱ다른 판에 기록되고 있나
니, 그런즉 나는 이 기록을 끝맺으면
서, 최대한내가아는바를좇아기록
하였음을 선포하노라. 또 말하노니
세월이 우리와 더불어 지나가고, 우
리의 ㄴ인생도우리에게는마치한조
각 꿈처럼 지나갔으나, 우리는 외롭
고 엄숙한 백성이요, 방황하는 자로
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으며, 환난
중에 광야에서 태어나 우리의 형제
들에게 미움을 받았나니, 미움이 전
쟁과 다툼을 일으켰도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날들을 슬퍼하며 보
내었느니라.

27 그리고 나 야곱은 내가 반드시
곧 나의 무덤으로 내려갈 것임을 알
아, 나의 아들 ㄱ이노스에게 이르기
를, 이 판을 맡으라 하고, 또 나의 형
니파이가 나에게 ㄴ명한 것을 그에게
말하였더니, 그가 명에 복종할 것을
약속하였느니라. 이제 나는 이 판에
나의 기록함을 마치노니, 그 기록한
것이 작았을지라도 많은 나의 형제
들이내말을읽기를바라며, 읽는자
에게 작별을 고하노라. 형제들아 잘
있으라.

의 언어로, 또한 주의 ㄷ교양과 훈계
로 나를 ㄹ가르치셨음이라－이로 인
해 내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을지
어다－

2 그리고나는내가나의 ㄱ죄사함
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졌던
ㄴ씨름에대하여너희에게고하리라.

3 보라, 내가 숲에 짐승을 사냥하
러갔더니, 내가종종들었던바나의
부친이 영생과 성도들의 ㄱ기쁨에 관
하여 하시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이노스가 간절히 기도하여 그의 죄
사함을 얻음－주의 음성이 그의 마
음 속에 임하여 장차 어느 날 레이맨
인들을 위한 구원을 베푸실 것을 약
속하심－니파이인들은 레이맨인들
을회복하려애썼음－이노스가그의
구속주를기뻐함. 주전420년경.

보라이렇게 되었나니 나 ㄱ이노
스는 나의 부친을 알거니와

ㄴ그는 의인이었나니－이는 그가 그

26ㄱ 니전 19:1~6; 
예이 1:14~15. 
안내판.

ㄴ 약 4:14.
27ㄱ 이노 1:1.

ㄴ 야곱 1:1~4.

[이노스서]

1 1ㄱ 안내이노스, 
야곱의 아들.

ㄴ 니후 2:2~4.
ㄷ 엡 6:4.
ㄹ 니전 1:1~2.

2ㄱ 안내죄 사함.

ㄴ 창 32:24~32; 
앨 8:10. 
안내회개하다, 회개.

3ㄱ 안내기쁨.

이노스서



ㄴ스며들었느니라.
4 그리고 나의 영혼이 ㄱ주렸던지

라, 내가 나를 지으신 이 앞에 ㄴ무릎
을 꿇고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간
절한 ㄷ기도와 간구로 그에게 부르짖
었나니, 참으로 온종일 내가 그에게
부르짖었고, 그뿐 아니라 밤이 오매
내가 여전히 내 목소리를 높여 하늘
에이르게하였더라.

5 이에 한 ㄱ음성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노스야, 네 죄가 사하여
졌나니 네가 복이 있으리로다 하시
더라.

6 이에 나 이노스는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지라, 그리하여 나의 허물은 씻기워
졌더라.

7 이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찌 그
일이이루어졌나이까?

8 이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네가
전에는 결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리스도를 믿는 네 ㄱ신앙으로 말미암
느니라. 또 그가 육체로 자기를 나타
내시기 전에 많은 해가 지나가나니,
그런즉 가라, 네 신앙이 너를 ㄴ온전
하게하였느니라.

9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나의 형제 니
파이인들의 복리에 대한 간절한 ㄱ바
람을 느끼기 시작하였느니라. 그리

하여 나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의온영혼을ㄴ쏟아내었느니라.

10 또 내가 이같이 영으로 진력하
고 있을 때, 보라, 주의 음성이 다시
나의 ㄱ생각 속에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의 형제들이 얼마나 부지런
히 나의 계명을 지키는가에 따라 그
들을 찾아가겠노라. 내가 이 땅을 그
들에게 ㄴ주었나니 이는 거룩한 땅이
라. 죄악의 까닭이 아니고는 내가 이
를 ㄷ저주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즉
나는 내가 말한 대로 너의 형제들을
찾아가겠고, 그들의 범법은 내가 그
들 자신의 머리 위에 슬픔과 더불어
내려오게하리라하셨느니라.

11 이에나이노스가이말씀을듣
고난후, 나의신앙은주안에서흔들
리지 않게 되었으며, 나는 나의 형제
레이맨인들을 위하여 많이 오랫동안
진력하며그에게기도하였느니라.

1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부지런함을 다하여 ㄱ기도하고 애쓴
후에, 주께서내게이르시기를, 네신
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네 ㄴ소원대로
네게허락하리라하시더라.

13 그리고이제보라, 이것이내가
주께 원하였던 소원이니－곧 만일
나의 백성 니파이인들이 범법에 빠
져 어떻게든 ㄱ멸망당하고, 레이맨인
들이 멸망당하지 않는다 할진대, 주

170이노스서 1:4~13

3ㄴ 니전 10:17~19; 
앨 36:17~21.

4ㄱ 니후 9:51; 3니 12:6.
ㄴ 안내경건.
ㄷ 안내기도.

5ㄱ 안내계시.
8ㄱ 이더 3:12~13. 

안내신앙.
ㄴ 마 9:22.

9ㄱ 니전 8:12; 앨 36:24.
ㄴ 니후 33:3; 몰말 1:8; 

앨 34:26~27.
10ㄱ 안내영감, 영감을 주다;

생각.

ㄴ 니전 2:20.
ㄷ 이더 2:7~12.

12ㄱ 몰 5:21; 9:36.
ㄴ 시 37:4; 니전 7:12; 

힐 10:5.
13ㄱ 몰 6:1, 6.



하나님께서 내 백성 니파이인들의
기록을 ㄴ보존하여주시되, 그의거룩
한 팔의 힘에 의해서일지라도 그리
하사, 그것이 장차 어느 날엔가 레이
맨인들에게 ㄷ전해져서, 혹그들이구
원으로 ㄹ인도될수있게하여주십사
하는것이라－

14 이는 현재로는 그들을 참된 신
앙으로회복하려는우리의힘겨운노
력이 ㄱ헛되었음이니, 그들은 가능하
다면우리의기록과우리와또한우리
조상들의 모든 전통을 ㄴ멸하겠다고
그들의분노중에맹세하였느니라.

15 그리하여 나는 주 하나님께서
능히우리의기록을 ㄱ보전하실수있
으심을 알았던지라, 그에게 쉬지 않
고 부르짖었나니 이는 그가 내게 이
르시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
으로 받으리라고 믿으며, 신앙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받
을것이라하셨었음이라.

16 그리고 내게 신앙이 있었으므
로, 내가하나님께부르짖어 ㄱ기록을
ㄴ보전해주실것을구하였더니, 하나
님께서 그가 친히 정하신 때에 그것
을 레이맨인들에게 ㄷ전하시겠다고
나와성약하시니라.

17 이에 나 이노스는 그가 맺으신
성약대로 될 것을 알았고, 그리하여
내영혼은쉼을얻었느니라.

18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

조상들도 이 일을 내게 구하였나니,
그들의신앙대로그들에게이루어지
리라. 이는그들의신앙도네것과같
았음이니라하시더라.

19 그리고이렇게되었나니나이
노스는 니파이 백성 중으로 다니면
서, 장차 이를 일에 대하여 예언하
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였느
니라.

20 또 나는 니파이 백성들이 레이
맨인들을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앙
에로회복하고자부지런히노력하였
음을증거하노라. 그러나우리의 ㄱ수
고는 헛되었고, 그들의 증오는 굳어
졌으며,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악한
본성에이끌려거칠고흉포하며, ㄴ피
에굶주리고, ㄷ우상숭배와더러움이
가득한 백성이 되어, 사냥 짐승을 먹
고 살아가며, 장막에 거하며, 허리에
짧은 가죽띠를 두르고, 머리를 민 채
광야를 방황하였으며, 그들의 능숙
함은 ㄹ활과 신월도와 도끼에 있었느
니라. 또그들중의많은자가날고기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며, 그
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멸하려 노력
하였느니라.

2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
이 백성은 땅을 경작하여, 온갖 곡식
과 과일과 가축 무리의 떼와 각 종류
의 온갖 소 떼와 염소와 들염소와 또
한많은말을ㄱ길렀더라.

13ㄴ 몰말 1:6~11; 앨 37:2.
ㄷ 앨 37:19; 이더 12:22;

교성 3:18.
ㄹ 앨 9:17.

14ㄱ 야곱 7:24.
ㄴ 몰 6:6.

15ㄱ 안내경전－경전의 보존.
16ㄱ 안내몰몬경.

ㄴ 3니 5:13~15; 
교성 3:19~20;
10:46~50.

ㄷ 니후 27:6.

20ㄱ 모로 9:6.
ㄴ 예이 1:6.
ㄷ 모사 9:12. 

안내우상 숭배.
ㄹ 모사 10:8.

21ㄱ 모사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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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또 우리 중에는 심히 많은 ㄱ선
지자들이 있었으되, 백성들은 ㄴ목이
뻣뻣하고깨닫기가힘든백성이었느
니라.

23 그리고 심히 ㄱ엄격함과 또 전
쟁과 다툼과 멸망에 대한 ㄴ가르침과
예언함과 또 사망과 영원의 기간과
하나님의 심판과 권능과 이 모든 것
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ㄷ일깨움이 아
니고는, 아무것으로도 ㄹ끊임없이 그
들을 분발시켜 주를 경외하는 일을
계속하게 할 수 없었도다. 내가 말하
노니 이러한 것과 극히 명백히 말함
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는, 아무것
으로도 그들을 막아 속히 멸망으로
내려가지 않게 할 수 없었느니라. 참
으로 이와 같이 나는 그들에 관하여
기록하노라.

24 또 나는 살아오면서 니파이인
들과 레이맨인들 간의 전쟁을 보았
느니라.

2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연로하여졌고, 우리 조상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ㄱ떠난 때로부터는 백칠
십구년이지나갔노라.

26 또나는내가곧나의무덤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노니, 하
나님의권능의역사하심을받아이백
성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예언하며,
그리스도안에있는진리에따라말씀
을 선포해야 했었도다. 이에 나는 나
의 평생에 말씀을 선포하였고, 세상
의것이상으로이를기뻐하였노라.

27 이제 내가 곧 나의 ㄱ안식의 처
소로 가노니, 나의 구속주가 계신 곳
이라. 이는내가그의안에서쉴것을
앎이로다. 또 나는 나의 ㄴ죽을 것이
ㄷ죽지 아니함을 입고, 그의 앞에 서
게될날을기뻐하노니, 그때내가기
쁨으로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는
내게 이르시기를, 내게로 오라 복된
자여, 내 아버지의 ㄹ거처에 너를 위
하여 예비된 처소가 있도다 하시리
라. 아멘.

172이노스서 1:22~예이롬서 1:1

22ㄱ 몰말 1:16~18.
ㄴ 예이 1:3.

23ㄱ 니전 16:2; 
니후 33:5.

ㄴ 안내전파하다.
ㄷ 힐 12:3.

ㄹ 예이 1:12; 
앨 31:5.

25ㄱ 니전 2:2~4.
27ㄱ 안내안식.

ㄴ 안내필멸의, 필멸.
ㄷ 안내불멸의, 불멸.

ㄹ 요 14:2~3; 
이더 12:32~34; 
교성 72:4; 98:18.

예이롬서

니파이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며 땅에서
번성함－많은 선지자들이 백성들로
하여금진리의길에서벗어나지않게

하고자노력함. 주전399~361년경.

이제보라, 나 예이롬은 나의 부
친이노스의명을좇아몇마디



173 예이롬서 1:2~8

말을 기록하여 우리의 ㄱ족보가 계속
기록되게하노라.

2 또 ㄱ이 판은 ㄴ작고, 이러한 것들
은 우리의 형제 ㄷ레이맨인들의 유익
이 되게 할 목적으로 ㄹ기록되는 것인
즉, 그러므로 내가 조금 기록해야만
하느니라. 그러나나는나의예언함에
관한 것이나 나의 계시에 대한 것은
기록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조상들이
기록한 것 외에 내가 무엇을 더 기록
할 수 있으랴? 그들이 구원의 계획을
밝히지아니하였느냐? 내가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하였도다. 그런즉이것
으로내가족하게여기노라.

3 보라, 이 백성 가운데 많은 일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나니, 그들
의 마음이 완악하며, 그들의 귀가 먹
었으며 그들의 생각이 눈이 멀며, 그
들의 ㄱ목이뻣뻣한연고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히 긍
휼히여기사, 아직은이땅위에서그
들을 ㄴ쓸어버리지아니하셨더라.

4 또우리중에 ㄱ계시를많이받은
자가 많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모두
목이 뻣뻣하지는 아니함이요, 목이
뻣뻣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가진 자
마다 사람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신
앙에 따라 나타내시는 성령과 더불
어ㄴ교통함이라.

5 또 이제 보라, 이백 년이 지나갔
고, 니파이 백성은 땅에서 점차 강대
하여졌더라. 그들이모세의율법 ㄱ지
키기와 ㄴ안식일을 주 앞에 거룩하게
지키기를 준행하였고, 그들이 ㄷ불경
하거나 ㄹ모독을 행하지 아니하였나
니, 그땅의법은심히엄격하였더라.

6 또 그들은 지면에 널리 흩어졌
고, 레이맨인들도 그러하였나니, 저
들은 니파이인들보다 그 수가 심히
더많았으며, 저들은 ㄱ살인을좋아하
고짐승의피를마셨느니라.

7 또이렇게되었나니저들이여러
번우리니파이인들을대적하여싸우
러 왔었으나, 우리의 ㄱ열왕과 우리의
지도자들은주께대한신앙의용사들
이었던지라, 그들이 주의 길을 백성
에게 가르쳤으므로, 그로 인해 우리
가 레이맨인들에 맞서서 저들을 ㄴ우
리 땅에서 쓸어내고, 우리의 성읍들
또는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모든 곳
들을방비하기시작하였느니라.

8 또 우리는 심히 번성하여, 지면
에퍼졌고, 금과은과귀한것과목세
공품과건물과기계류와또한철과구
리와 놋과 강철이 심히 풍부해져서,
땅을 가는 온갖 종류의 각종 연장과
전쟁 ㄱ무기를 만들었나니－참으로
끝이날카로운화살과화살통과단창

[예이롬서]
1 1ㄱ 니전 3:12; 5:14.
2ㄱ 야곱 3:14; 

옴 1:1.
ㄴ 니전 6:1~6.
ㄷ 니후 27:6; 

몰 5:12.
ㄹ 안내경전－경전의 가치.

3ㄱ 이노 1:22~23.

ㄴ 이더 2:8~10.
4ㄱ 앨 26:22; 

힐 11:23; 
교성 107:18~19. 
안내계시.

ㄴ 안내성신.
5ㄱ 니후 25:24; 

앨 34:13~14.
ㄴ 출 35:2. 

안내안식일.
ㄷ 안내모독.
ㄹ 안내신성을 모독하다,

신성모독.
6ㄱ 야곱 7:24; 

이노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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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몰말 1:14.

8ㄱ 모사 10:8.



과창및전쟁을위한모든준비라.
9 이같이레이맨인들을만날준비

를 갖추매, 저들이 우리를 거스려 형
통하지 못하였나니, 이에 우리 조상
들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 확증되었
느니라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진대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하셨느니라.

10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주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니파이 백성을 위협하되, 만일 그들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범법에
떨어지면, 지면에서 ㄱ멸절되리라 하
였더라.

11 그리하여 선지자들과 제사들
과 교사들이 부지런함을 다하여 오
래 참음으로 백성들을 권면하여 부
지런하게하고, 모세의 ㄱ율법과그것
이 주어진 목적을 가르치고, 메시야
를 ㄴ고대하며 ㄷ마치 그가 이미 오신
것같이 장차 오실 그를 믿도록 그들
을 설득하였나니, 이같이 그들이 백

성들을가르쳤느니라.
1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리

함으로써 그들이 백성들을 지켜 지
면에서 ㄱ멸망당하지 않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
을 ㄴ찌르며, 쉬지 않고 그들을 일깨
워회개하게하였음이라.

13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백삼십
팔 년이 지나갔으되－그 중 많은 세
월 동안 전쟁과 다툼과 불화가 있었
느니라.

14 나 예이롬은 더 기록하지 아니
하노니, 이는 판이 작음이라. 그러나
보라,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니파이
의 ㄱ다른 판으로 갈 수 있나니, 이는
보라, 그 위에 열왕의 기록하는 바,
혹은 그들이 기록하게 한 바를 좇아,
우리의 전쟁의 기록이 새겨져 있음
이니라.

15 이제 나는 이 판을 나의 아들
옴나이의 손에 넘겨, 그것이 나의 조
상들의ㄱ명령대로기록되게하노라.

174예이롬서 1:9~15

10ㄱ 니전 12:19~20; 
옴1:5.

11ㄱ 야곱 4:5; 
앨 25:15~16.

ㄴ 니후 11:4; 
이더 12:18~19.

ㄷ 니후 25:24~27; 
모사 3:13; 16:6.

12ㄱ 이더 2:10.
ㄴ 앨 31:5.

14ㄱ 니전 9:2~4.
15ㄱ 야곱 1:1~4.

옴나이서

옴나이, 애메이론, 케미시, 아빈아돔,
아맬레카이가각각차례대로기록을
해나감－모사이야가시드기야때에
예루살렘에서온제이라헤믈라백성
을 발견함－모사이야가 그들 위에

왕이됨－뮬레크의후손들이야렛인
중의 마지막 사람인 코리앤투머를
발견하였음－베냐민 왕이 모사이야
왕의 뒤를 이음－사람은 마땅히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 예물로 드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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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주전323~130년경.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나 옴나
이는 우리의 족보를 보존하기

위하여, 이 판에 얼마간을 기록하라
는 명령을 나의 부친 예이롬에게서
받았으매－

2 그런즉 나의 사는 날 동안에 내
가 내 백성 니파이인들을 보전하여,
그들의 원수 레이맨인들의 손에 빠
지지않게하고자, 칼로많이싸운줄
을 너희가 알기 바라노라. 그러나 보
라, 나스스로는간악한사람이요, 마
땅히 했어야 할 대로 법도와 계명을
지키지아니하였느니라.

3 또이렇게되었나니이백칠십육
년이 지나갔으며, 우리에게는 평화
로운 시기도 많았고, 치열한 전쟁과
유혈의 시기도 많았으니, 참으로 그
러하였느니라. 또 요컨대 이백팔십
이 년이 지나갔으며, 나는 조상들의
ㄱ명을좇아이판들을보존하였다가,
이를 나의 아들 애메이론에게 내려
주었노니, 이로써나는마치노라.

4 그리고 이제 나 애메이론은, 적
으나마 내가 기록하는 것은 무엇이
든지나의부친의책에기록하노라.

5 보라, 이렇게되었나니삼백이십
년이지나갔고, 니파이인들가운데더
간악한자들이ㄱ멸망당하였으니,

6 이는 주께서 그들을 예루살렘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을 지키
고 보전하사, 그들의 원수의 손에 빠
지지않게하신후에, 참으로우리조

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입증되지 아
니함을용납하지아니하고자하심이
라. 이르시되, 너희가나의계명을지
키지 아니할진대 너희는 이 땅에서
번성하지못하리라하셨느니라.

7 그리하여 주께서 큰 심판으로
그들을 징벌하셨으나,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의로운 자들은 살려 두사 멸
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그 원수
들의손에서건져내셨느니라.

8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이 판을 나의 형제 케미시에게 넘겨
주었노라.

9 이제 나 케미시는 내가 기록하
는 약간의 것을 나의 형제와 같은 책
에기록하노라. 보라, 나는그가마지
막으로 기록하는 것을 보았나니, 그
는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기록하였
고, 나에게넘겨주던날에그것을기
록하였느니라. 또 이와 같이 우리가
기록을 계속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조상들의 명령에 따른 것임이니라.
이로써나는마치노라.

10 보라, 나 아빈아돔은 케미시의
아들이니라.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나의 백성 곧 니파이인과 레이
맨인 사이의 전쟁과 다툼을 많이 보
았고, 또 나는 내 자신의 칼로 내 형
제들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레이맨
인들의목숨을빼앗았느니라.

11 또 보라, 이 백성의 기록은 대
대로 열왕이 가지고 있는 판에 새겨
져있으며, 나는이미기록된것이외
의 계시나 예언에 대해 알지 못하니,

[옴나이서] 1 3ㄱ 야곱 1:1~4; 예이 1:15. 5ㄱ 예이 1:9~10.



그런즉 족한 만큼 기록되었도다. 이
로써나는마치노라.

12 보라, 나는아빈아돔의아들아
맬레카이니라. 보라, 내가 제이라헤
믈라 땅의 왕이 된 모사이야에 관하
여 얼마간 너희에게 말하리니, 보라,
그는 ㄱ니파이땅에서도망하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모든
자도그와함께하여광야로 ㄴ들어가
라는경고를주께로부터받고－

1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주
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
고, 그들곧주의음성에귀기울이려
하는 모든 자가 그 땅을 떠나 광야로
들어갔으니, 그들은 많은 가르침과
예언함으로인도되었으며또그들은
끊임없이하나님의말씀으로훈계를
받으며, 그의 팔의 힘으로 인도되어
광야를 지나 제이라헤믈라 땅이라
하는땅으로내려왔느니라.

14 그리고 그들은 ㄱ제이라헤믈라
백성이라칭하는백성을발견하였더
라. 이제 주께서 유대인들의 기록이
실려 있는 ㄴ놋쇠판과 함께 모사이야
의 백성을 보내 주셨음으로 인하여,
제이라헤믈라 백성 중에는 크게 기
뻐함이 있었고 제이라헤믈라 역시
심히기뻐하였더라.

15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모사이
야는 제이라헤믈라의 ㄱ백성이 유다
왕 ㄴ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사로잡
혀 갈 때, 예루살렘에서 나왔다는 것

을알게되었더라.
16 또그들은광야를여행하고, 주

의손으로인도되어큰물을건너, 모
사이야가그들을발견한땅에이르렀
고, 그때로부터그곳에거하였더라.

17 또 모사이야가 그들을 발견하
였을 때 그들은 수효가 심히 많아졌
었더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전쟁과 심한 다툼이 많이 있었고, 이
에 그들은 시시로 칼에 쓰러졌었으
며 그들의 언어는 혼잡하게 되었고
가져온 ㄱ기록도 없었으며 또 그들은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의 존재도 부
인하였나니, 모사이야도 모사이야의
백성들도 그들의 말을 알아 들을 수
없었더라.

18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모사
이야가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언어
를 배우게 하였고, 또 이렇게 되었나
니 그들이 모사이야의 언어를 배운
후에, 제이라헤믈라가 자기의 기억
을 좇아 그 조상의 족보를 진술하매,
그것이 기록되었으나 이 판에는 기
록되지아니하니라.

19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제이라헤
믈라와 모사이야의 백성들이 함께
ㄱ연합하였고, ㄴ모사이야를지명하여
그들의왕을삼았더라.

20 또 이렇게 되었나니 모사이야
의 시대에, 그에게로 가져온 큰 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위에 새긴 것이 있
었고, 그가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

176옴나이서 1:12~20

12ㄱ 니후 5:6~9.
ㄴ 야곱 3:4.

14ㄱ 안내제이라헤믈라.
ㄴ 니전 3: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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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8:21.

17ㄱ 모사 1:2~6.
19ㄱ 모사 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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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새겨진것을ㄱ해석하였더라.
21 이에그것은 ㄱ코리앤투머라하

는 자와 죽임을 당한 그의 백성에 대
한 기사더라. 또 코리앤투머는 제이
라헤믈라 백성들이 발견하였고, 그
는 그들과 함께 아홉 달 동안 거하였
더라.

22 그것은 또 그의 조상들에 관하
여서도 몇 마디 말해 주었나니, 그의
첫 조상은 주께서 백성들의 언어를
ㄱ혼잡하게 하실 때에, ㄴ탑으로부터
나왔으며 주의 엄하심이 의로우신
그의 심판을 좇아 그들에게 내린지
라, 그들의 ㄷ뼈가 북방 땅에 흩어져
있느니라.

23 보라, 나 아맬레카이는 모사이
야의 시대에 태어났으며, 생전에 그
의 죽음을 보았고, 이제 그의 아들
ㄱ베냐민이그대신에다스렸더라.

24 또 보라, 나는 베냐민 왕의 시
대에 니파이인과 레이맨인 사이에
격심한 한 전쟁과 많은 유혈이 있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나 보라, 니파
이인들이 훨씬 우세하게 되어 그들
을 이기매, 마침내 베냐민 왕이 그들
을 제이라헤믈라 땅 밖으로 몰아내
었느니라.

2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늙었도다. 또 내가 후손이 없고, ㄱ베
냐민 왕이 주 앞에 의인인줄 아노니,

그런즉내가이판을그에게 ㄴ넘겨주
리라. 그리하면서 내가 만인에게 권
면하노니,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
룩하신 자에게로 와서 예언과 계시
와 천사의 성역과 방언으로 말하는
은사와 언어를 통변하는 은사와 모
든 ㄷ선한 것을 믿으라. 이는 선한 것
으로 주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없
고, 악한것은악마에게서옴이니라.

26 그리고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
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스라엘의 거
룩하신 자이신 그리스도에게로 ㄱ와
서, 그의 구원과 그의 구속의 능력에
참여하기를 바라노라. 참으로 그에
게로 와서, 너희의 온 영혼을 그에게
ㄴ예물로 ㄷ드리고, ㄹ금식과기도를계
속하며 끝까지 견디라. 그리하면 주
께서 사심같이 너희가 구원을 얻으
리로다.

27 또이제나는니파이땅으로돌
아가려고 광야로 올라간 몇몇에 관
하여 얼마간 말하고자 하노니, 그들
의 기업의 땅을 소유하기 원하는 사
람이많았음이라.

28 그리하여 그들이 광야로 올라
갔으나, 그들의 지도자가 힘이 센 용
사요, 목이 뻣뻣한 자였던지라, 이에
그가 그들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매,
그들이광야에서오십인을제외하고
다 ㄱ죽임을 당한지라, 그들이 다시

20ㄱ 모사 8:13~19. 
안내선견자.

21ㄱ 이더 12:1. 
안내코리앤투머.

22ㄱ 창 11:6~9; 모사 28:17;
이더 1:33.

ㄴ 이더 1:1~5.

ㄷ 모사 8:8.
23ㄱ 몰말 1:3.
25ㄱ 몰말 1:17~18; 

모사 29:13.
ㄴ 몰말 1:10.
ㄷ 앨 5:40; 이더 4:12; 

모로 7:15~17.

26ㄱ 야곱 1:7; 앨 29:2; 
모로 10:32.

ㄴ 3니 9:20.
ㄷ 안내희생.
ㄹ 안내금식하다, 금식.

28ㄱ 모사 9:1~4.



몰몬의 말씀

제이라헤믈라땅으로돌아왔더라.
29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또

한 다른 자들을 상당수 취하여, 다시
광야로여행을떠났더라.

30 또 나 아맬레카이에게도 형제

가 하나 있어 그도 그들과 함께 갔으
나, 그 후로는 그들에 관하여 내가 알
지 못하였노라. 이제 내가 곧 나의 무
덤에눕게되었고, ㄱ이판은가득찼도
다. 이에내가나의말함을마치노라.

178옴나이서 1:29~몰몬의 말씀 1:5

30ㄱ 니전 6:1~6.

[몰몬의 말씀]
1 1ㄱ 3니 5:9~12; 

몰 1:1~4; 8:1, 4~5. 
안내몰몬, 니파이인

선지자.
2ㄱ 몰 6:5~6.
ㄴ 교성 3:16~20.

3ㄱ 교성 10:44.
ㄴ 교성 10:38~40.
ㄷ 모사 1:6; 

힐 3:13~15; 
몰 4:23.

ㄹ 옴 1:23.
4ㄱ 니전 6:5.
5ㄱ 설명 4절에 언급된 그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

몰몬이 니파이의 큰 판을 요약함－
그가 작은 판을 다른 판과 함께 둠－
베냐민왕이그땅에평화를이룸. 주
후385년경.

그리고이제 나 ㄱ몰몬은 이제까
지 내가 만들어 오던 기록을

나의 아들 모로나이의 손에 넘기려
하매, 보라 나는 내 백성 니파이인들
이 거의 다 멸망하였음을 목격하였
노라.

2 또 내가 이 기록들을 내 아들의
손에넘기는것은그리스도께서오신
지 ㄱ수백 년 후이니, 내 생각에 그는
내백성의완전한멸망을목격하리로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로 그들 뒤
에 살아남게 하사, 그들에 관하여 얼
마간 기록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에 관하여 얼마간 기록하게 하사, 혹
언젠가 그 기록이 그들에게 ㄴ유익한
것이되게하시기를바라노라.

3 그리고 이제 나는 내가 기록한
바에 관하여 얼마간 말하노니, 아맬
레카이가 언급한 이 베냐민 왕의 치
세에 이르기까지의 ㄱ요약을 내가 니
파이의 ㄴ판으로부터만들고나서, 나
는내손에넘겨진 ㄷ기록들을살피다
가, 야곱으로부터 이 ㄹ베냐민 왕의
치세에 이르는 선지자들의 이 작은
기사가 실려 있고, 니파이의 말이 또
한 많이 실려 있는 이 판을 발견하였
느니라.

4 그리고그리스도의오심에대한
예언들로 말미암아 이 판에 있는 것
들이 나를 ㄱ기쁘게 하며, 또 나의 조
상들은 그 가운데 많은 것이 이루어
졌음을 알았고, 그뿐 아니라 나 또한
우리에 관하여 이 날까지 예언된 것
이모두이루어졌고, 이날이후에관
한 것은 반드시 기필코 이룰 것임을
아노니－

5 그런즉 나는 ㄱ이러한 것들을 택



179 몰몬의 말씀 1:6~14

5ㄴ 니전 9:2.
ㄷ 3니 5:8~11; 26:6~12.

7ㄱ 니전 9:5; 19:3; 
교성 3:12~20; 
10:1~19, 30~47.

ㄴ 안내전지.
8ㄱ 니후 33:3~4; 

이노 1:11~12.
ㄴ 니후 30:6.

10ㄱ 옴 1:25, 30.
ㄴ 예이 1:14.
ㄷ 니전 9:4.

11ㄱ 3니 5:8~12; 몰 1:1~5.
ㄴ 니후 25:18; 29:11;

33:11~15; 
3니 27:23~27.

13ㄱ 옴 1:12.
ㄴ 니전 4:9; 

니후 5:14; 
야곱 1:10; 
모사 1:16; 교성 17:1.

하여 그 위에 나의 기록을 완성하고
자 하되, 내 기록의 나머지는 니파이
의 ㄴ판에서 취하리라. 그러나 나는
내 백성에 대한 일을 ㄷ백분의 일도
기록할수없도다.

6 그러나 보라, 나는 이 예언과 계
시들이실려있는이판을취하여, 이
를 내 기록의 나머지와 함께 두리니,
이는 그것이 내게 소중한 것임이요,
또 그것이 나의 형제들에게 소중한
것이될줄을내가앎이라.

7 또내가이렇게하는것은한ㄱ현
명한 목적을 위함이니, 이는 내 안에
있는 주의 영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
같이 내게 속삭이는 바가 있음이라.
이제나는만사를다알지못하나, 주
께서는장차이를일을모두 ㄴ아시나
니, 그런즉 그는 그의 뜻대로 행하시
고자내안에서역사하시는도다.

8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ㄱ기도는나의형제들에관한것이니,
그들이 다시 한 번 하나님에 대한 지
식, 곧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기에 이
르러그들이다시한번 ㄴ기뻐하심을
입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십사 하는 것
이니라.

9 그러면 이제 나 몰몬은 계속하
여 니파이의 판에서 취하는 바 내 기
록을 끝까지 완성하고자 하노니, 나
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식과 총

명을좇아이를만드노라.
10 그리하여 이렇게 되었나니 아

맬레카이가 이 판을 베냐민 왕의 손
에 ㄱ넘겨 준 후, 그는 이를 취하여 이
를 베냐민왕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ㄴ열왕에 의해 전해져 내려온
기록이 실려 있는 ㄷ다른 판과 함께
두었더라.

11 그리고 이것이 베냐민 왕으로
부터 대대로 전해져 내려와 ㄱ나의 수
중에 들어왔나니, 나 몰몬은 이때로
부터이후로이판들이보전되기를하
나님께 간구하노라. 또 나는 이 판들
이보전될줄을아노니, 이는그위에
위대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음이라.
이로말미암아기록된하나님의말씀
에따라나의백성과그들의형제들이
큰마지막날에ㄴ심판을받으리로다.

12 그리고이제이베냐민왕에관
하여－그의 때에 그의 백성들 가운
데다소다툼이있었느니라.

13 또한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
인들의 군대가 그의 백성을 대적하
여 싸우려고 니파이 ㄱ땅에서 내려왔
더라. 그러나보라, 베냐민왕이그의
군대를 함께 모으고, 그들에 맞서 라
반의 ㄴ검을 들고 그 자신의 팔의 힘
으로싸웠더라.

14 또 주의 힘을 의지하여 그들이
그 대적과 싸워 이윽고 레이맨인 수



천을 도륙하였으며, 또 이렇게 되었
나니 그들이 레이맨인들과 싸워서
이윽고 그들의 기업의 모든 땅에서
레이맨인들을몰아내었더라.

15 또 이렇게 되었나니 거짓 ㄱ그
리스도들이 있었으나, 그들의 입이
닫혀지고 그들이 자기의 범죄에 따
라처벌을받은후,

16 그리고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
자들과 거짓 설교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나, 이들 모두가 자기의 범죄
에따라처벌을받은후, 그리고많은
다툼이 있고 많은 자들이 이반하여
레이맨인들에게로 가는 일이 있은
후,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베냐민 왕

은 그의 백성 가운데 있는 거룩한
ㄱ선지자들의도움을얻어－

17 이는 보라, 베냐민 왕은 ㄱ거룩
한사람이라, 그가의가운데자기백
성을다스렸고, 또그땅에거룩한자
들이많이있어그들이 ㄴ권능과권세
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하였으며, 백
성들의 목이 뻣뻣함으로 인하여 그
들이 ㄷ날카로움을 많이 사용하였음
이라－

18 그리하여 이들의 도움과 함께
베냐민 왕은 그의 육신의 모든 힘과
그의 온 영혼의 능력을 다해 일하고,
또한 선지자들과 함께 일함으로써
한번더그땅에평화를이루었더라.

180몰몬의 말씀 1:15~모사이야서 1:2

15ㄱ 안내적그리스도.
16ㄱ 이노 1:22.
17ㄱ 앨 13:26.

ㄴ 앨 17:2~3.

ㄷ 모로 9:4; 
교성 121:41~43.

[모사이야서]

1 1ㄱ 옴 1:13.
2ㄱ 몰 9:32.
ㄴ 모사 4:14~15; 

교성 68:25, 28.

모사이야서

제 1 장

베냐민 왕이 그의 아들들에게 그들
조상의언어와예언을가르침－그들
의 종교와 문명은 여러 가지 판에 보
존된 기록으로 인해 보전되어 왔
음－모사이야가왕으로택함을받고
기록과 그 밖의 것에 대한 관리를 맡
음. 주전130~124년경.

그리고 이제 제이라헤믈라 온
ㄱ땅에서 베냐민 왕에게 속한

모든 백성 중에 더 이상의 다툼이 없
었던지라, 베냐민 왕이 그의 남은 모
든날동안내내화평을누리니라.

2 또이렇게되었나니그에게아들
셋이 있더니, 그가 그들의 이름을 모
사이야, 그리고 힐로룸, 그리고 힐라
맨이라 칭하였더라. 또 그들로 하여
금 그의 조상들의 모든 ㄱ언어로 ㄴ가
르침을 받게 하여, 그로써 그들로 명
철한 자가 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의손으로그들의조상들에게전달
된바, 곧그들조상들의입으로말한



181 모사이야서 1:3~9

바된예언에관해알게하였더라.
3 또한 그는 놋쇠판에 새겨져 있

는 기록에 관하여서도 그들에게 가
르쳤나니 이르기를, 나의 아들들아,
나는 이러한 기록과 이러한 계명이
들어 있는 이 ㄱ판이 아니었다면, 우
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비
밀을 알지 못한 채, 필연 ㄴ무지한 가
운데 처해 있었을 것임을 너희가 기
억하기바라노라.

4 이는 이 판의 도움이 아니었다
면, 우리조상리하이가이모든것을
기억하여, 이를 그의 자녀들에게 가
르친다는 것이 가능하지 못하였을
것임이니라. 이는그가애굽의 ㄱ언어
로 가르침을 받았던지라, 이 새긴 것
들을 읽고 이를 그의 자녀들에게 가
르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그들이 이
를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
었으므로, 지금 이때에 이르도록, 하
나님의계명을이루어왔음이라.

5 나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지
고 ㄱ보존되어, 우리로 그의 ㄴ비밀에
대해 ㄷ읽고 깨닫게 하며, 그의 계명
을항상우리눈앞에가지고있게한
이러한 것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조
상들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음에 빠
져 들어갔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의
형제 레이맨인들같이 되었으리니,
그들은 이러한 것에 관하여 아무것

도알지못하며, 또는이러한것이그
들에게 가르쳐질 때, 그들 조상의 옳
지아니한 ㄹ전통으로인하여이를믿
지도아니하느니라.

6 오 나의 아들들아, 나는 너희가
이 말씀들이 참되며, 또한 이 기록들
이 ㄱ참됨을기억하기바라노라. 그리
고 보라, 또한 니파이의 판에는 우리
조상들이예루살렘을떠나던때로부
터 지금까지 그들의 기록과 말씀하
신것이들어있으니, 이역시참되니
라. 또 우리가 그 확실함을 알 수 있
는 것은 우리가 우리 눈 앞에 그것을
가지고있음이라.

7 이에 이제 나의 아들들아, 나는
너희가 이를 부지런히 ㄱ상고할 것을
기억하여 그로 인해 유익을 얻기 바
라며, 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ㄴ지켜, 주께서우리조상들에게하신
ㄷ약속대로 너희가 이 땅에서 ㄹ번성
하게되기를바라노라하였더라.

8 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
은것을, 참으로베냐민왕이그의아
들들에게더가르쳤더라.

9 그리고이렇게되었나니베냐민
왕이 그의 아들들에게 가르치기를
마친후, 그가늙어자기가반드시얼
마 지나지 않아 온 세상이 가는 길을
갈 줄을 알았던지라, 그러므로 그는
그의 아들 중 하나에게 나라를 넘겨
주는것이좋겠다고생각하였더라.

3ㄱ 안내판.
ㄴ 앨 37:8~9.

4ㄱ 조역 1:64.
5ㄱ 안내경전－경전의 보존.
ㄴ 안내하나님의 비밀.
ㄷ 신 6:6~8.

ㄹ 모사 10:11~17.
6ㄱ 니전 1:3; 

니후 33:10~11; 
모로 10:27.

7ㄱ 안내경전.
ㄴ 모사 2:22; 

앨 50:20~22.
ㄷ 앨 9:12~14.
ㄹ 시 122:6; 

니전 2:20.



10 그리하여, 그는 모사이야를 자
기 앞에 데려오게 하였으니, 그가 그
에게 한 말이 이러하니라. 이르기를,
내아들아, 바라노니너는이온땅에
걸쳐 이 온 백성, 곧 제이라헤믈라
ㄱ백성과이땅에거하는모사이야백
성 가운데 포고를 내려, 그로 말미암
아 그들이 함께 모이게 할지니라. 이
는내가내일나자신의입으로네가,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백성을 다스리는 ㄴ왕이요 통치자
임을 나의 이 백성들에게 선포할 것
임이니라.

11 그리고 더욱이 내가 이 백성에
게 ㄱ이름 하나를 주어, 그로 말미암
아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땅
으로부터 인도해 내신 모든 백성들
위에 구별되게 하려 하노니, 이를 내
가 행함은 그들이 주의 계명을 부지
런히지켜온백성이었음이라.

12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주는
이름은 ㄱ범법으로 말미암지 아니하
고는, 결코 지워져 없어지지 아니하
리라.

13 이뿐 아니라 더욱이 내가 너희
에게 이르거니와, 만일 주께 크게 은
혜를 입은 이 백성이 ㄱ범법에 떨어
져, 간악하고음란한백성이되면, 주
께서 그들을 넘겨주사, 그로 인해 그
들이 그들의 형제들처럼 ㄴ연약하여
지게하실것이요, 그는더이상이제
까지 우리 조상들을 지켜 주신 것같

이, 그의비길데없는기이한권능으
로그들을ㄷ지켜주지아니하시리라.

1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그가 그의 팔을 펴사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지아니하셨다면그들은틀림
없이 레이맨인들의 수중에 떨어져,
그들의증오의희생이되었으리라.

1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베냐
민 왕이 그의 아들에게 이러한 말하
기를마친후, 그는왕국의모든일에
관한책임을그에게맡겼더라.

16 그리고더욱이그는 ㄱ놋쇠판에
새겨진 기록과 또한 니파이의 판과
또한라반의 ㄴ검과우리조상들을인
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한 ㄷ공, 곧
지시기에 관한 책임을 또한 그에게
맡겼나니, 이공곧지시기는주의손
으로 예비된 것이라.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각기 그에 기울이는 주의와
부지런함에 따라 인도하심을 받게
한것이더라.

17 그러므로 그들이 충실하지 못
한즉그들은그들의여정에서형통하
지못하였고나아가지도못하였으며,
오히려 ㄱ뒤로 밀려났고, 하나님의 노
여움을 그들 위에 초래하였나니, 그
러므로그들은그들의본분을기억하
도록 그들을 일깨우는 기근과 심한
고난으로치심을당하였느니라.

18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모
사이야가 가서 그의 부친이 그에게
명한 대로 하여, 제이라헤믈라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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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ㄱ 옴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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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모든 백성에게 포고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함께 모여 성전에
올라가 그의 부친이 그들에게 할 말
을듣게하였더라.

제 2 장

베냐민 왕이 그의 백성들에게 말
함－그가 그의 통치가 공평하고 공
정하며영적이었음을자세히이야기
함－그가 그들에게 그들의 하늘의
왕을섬기도록권고함－하나님을거
역하는 자들은 꺼지지 않는 불과 같
은고뇌를겪을것임. 주전124년경.

그리고이렇게되었나니모사이야가
그의 부친이 그에게 명한 대로 행하
여, 온 땅에 널리 포고를 내린 후, 백
성들이온땅에두루함께모여, 성전
에 올라가 베냐민 왕이 그들에게 할
말을들으려하였더라.

2 이에 모인 무리가 큰 수를 이루
매, 그수가심히많아그들을세지아
니하였으니, 이는그들이심히번성하
여그땅에서크게늘어났음이러라.

3 그리고 그들이 또한 그들의 양
떼의ㄱ처음난것들을취하였으니, 이
는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ㄴ좇아 ㄷ희
생과ㄹ번제를드리려함이었으며,

4 또한 그들을 예루살렘 땅에서
인도해 내셨고, 그들을 그들의 원수

들의 손에서 건지셨으며, 의인들을
그들의 ㄱ교사로, 또한 한 의인을 그
들의왕으로 ㄴ임명하사, 그로제이라
헤믈라 ㄷ땅에평화를이루게하시고,
그로그들을가르쳐하나님의계명을
ㄹ지키게하여, 그들로하여금기뻐하
며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ㅁ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신, 주 그들의 하나
님께감사를드리려함이었더라.

5 그리고이렇게되었나니그들이
성전에 올라왔을 때, 그들이 주위에
그들의장막을치되, 각사람이그아
내와 그 아들들과 그 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그들의딸들로된자기 ㄱ가
족을 따라, 가장 나이 많은 자로부터
아래로 가장 나이 어린 자에 이르기
까지, 모든가족이각기서로따로하
였더라.

6 또 그들이 성전을 둘러 그들의
장막을 치되, 각 사람이 그 ㄱ장막 문
으로 성전을 향하게 하여, 그로 말미
암아 그들이 그들의 장막에 남아서
베냐민 왕이 그들에게 할 말을 들으
려하였으니,

7 이는 무리가 심히 커 베냐민 왕
이 성전 경내에서 그들을 모두 가르
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그가 한
대를 세우게 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
의 백성이 그가 그들에게 할 말을 들
을수있게하였더라.

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대

2 3ㄱ 창 4:4.
ㄴ 니후 25:24; 

앨 30:3; 34:13~14.
ㄷ 안내희생.
ㄹ 니전 5:9.

4ㄱ 모사 18:18~22. 

안내가르치다, 교사.
ㄴ 안내부르다,

하나님에게서
부름받은, 부름.

ㄷ 옴 1:12~15.
ㄹ 요 15:10.

ㅁ 안내사랑.
5ㄱ 안내가족.
6ㄱ 출 33:8~10.



로부터그의백성에게말하기를시작
하였으나, 무리가 큰 연고로 그들 모
두가그의말을들을수없었더라. 그
러므로 그가 자기의 하는 말을 기록
하게 하여 그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에 있는 자들 가운데로 보내게 하
여, 그들도그의말을받게하였더라.

9 이것이 그가 ㄱ말하고 기록하게
한말이니일렀으되, 나의형제들, 함
께모인너희모두곧이날너희에게
할 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명하여 이리로 올라오
게 한 것은 내가 할 말을 ㄴ소홀히 다
루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
희로하여금내게귀를 ㄷ기울이게하
며, 너희 귀를 열고 듣게 하며, 너희
ㄹ마음을 열고 깨닫게 하며, 너희 ㅁ생
각을열게하여하나님의 ㅂ비밀이너
희가 볼 수 있도록 펼쳐지게 하려 함
이니라.

10 내가 너희를 명하여 이리로 올
라오게한것은너희로나를 ㄱ두려워
하게 하거나, 너희로 나 자신을 죽어
야 하는 사람 이상으로 생각하게 하
려함이아니니라.

11 오히려 나는 너희 자신과 같이
몸과 생각에 있어 온갖 약점을 지니
기쉬운자이나, 그럼에도나는이백
성에의해택함을받고, 내부친에의
해 성별되었으며, 주의 손의 용납하
심을 받아 이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
자요왕이되었고, 비길데없는그의

권능으로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
아, 주께서나에게부여해주신온능
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너희를 섬
겼느니라.

12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때까지도 너희를 섬기며 나의 날
을 보내었으되 ㄱ금이나 은이나 너희
의 여하한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였
음같이,

13 나는 너희가 감옥에 갇히거나,
서로를 노비로 삼거나 살인하거나
약탈하거나 도적질하거나 간음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여하한 간악함도 범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가르쳐 주께서 너
희에게 명하신 모든 일에 있어서 주
의계명을지키게하였으며－

14 또 나 자신조차도 내 스스로의
손으로 ㄱ일하여너희를섬기려하고,
너희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게 하
며, 지기 힘든 일은 아무것도 너희에
게 임하지 않게 하였노니－내가 말
한 이 모든 것에 대해, 오늘 너희 스
스로가증인이니라.

15 그러할지라도 나의 형제들아,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은 자랑을
하려 함이 아니요, 내가 이러한 일을
이야기함은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비난하려 함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일을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
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는
ㄱ양심으로답할수있음을너희로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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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ㄱ 모사 8:3.
ㄴ 교성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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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하려함이라.
16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섬기며 내 날을 보내었
다고 너희에게 말하였다 하여, 내가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니, 이
는 내가 다만 하나님을 섬겨 왔을 따
름임이니라.

17 그리고보라, 내가이러한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함은 너희로 ㄱ지혜
를 배우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너희
ㄴ이웃을 ㄷ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임을 너희
로배우게하려함이니라.

18 보라, 너희는나를너희왕이라
칭하였도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너
희 왕이라 칭하는 내가 참으로 너희
를 ㄱ섬기고자일한다면, 그렇다면너
희가 서로 섬기고자 일함이 마땅하
지아니하냐?

19 그리고또한보라, 너희가너희
왕이라 일컫는 바 내가 너희를 섬기
느라 그 날들을 보내었으되, 오히려
하나님을 섬겨온 내가 만일 너희에
게 조금이라도 감사를 받을 만하다
면, 너희가 너희 하늘의 왕께 ㄱ감사
드림이얼마나마땅하냐!

20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설혹 너희가 너희를 창조
하시고 너희를 지켜 보전하시고, 너
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시고, 너희
로 하여금 서로 화평하게 살도록 하

여 주신 저 ㄱ하나님께 너희 온 영혼
이 가질 능력이 있는 모든 감사와
ㄴ찬송을드린다할지라도－

21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설혹
너희가 태초부터 너희를 창조하셨
고, 너희에게 호흡을 주심으로 나날
이 너희를 보전하사, 너희로 하여금
살아 움직이며 너희 스스로의 ㄱ뜻대
로 행하게 하고 계시고, 순간순간 너
희를 지탱해 주기까지 하고 계시는
그를섬긴다할지라도－내가이르노
니, 설혹너희가너희온영혼을다해
그를 섬긴다 할지라도 너희는 오히
려ㄴ무익한종일것이니라.

22 또보라, 그가너희에게요구하
시는 것인즉 그의 ㄱ계명을 ㄴ지키는
것이 모두이며, 그는 만일 너희가 그
의 계명을 지킨다면 너희가 땅에서
번성하리라고 너희에게 약속하셨나
니, 그는 그가 말씀하신 것에서 결코
ㄷ변경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
므로 만일 너희가 그의 계명을 반드
시 ㄹ지키면, 그 또한 반드시 너희에
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
시느니라.

23 그리고 이제 먼저 그가 너희를
창조하시고, 너희에게 생명을 부여
해 주셨으니, 그로 인해 너희가 그에
게빚졌느니라.

24 그리고 둘째로 그는 과연 그가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가 행할

17ㄱ 안내지혜.
ㄴ 안내형제들, 형제; 자매.
ㄷ 마 25:40; 

약 1:27; 
교성 42:29~31. 
안내섬김.

18ㄱ 마 20:26~27.
19ㄱ 안내감사한, 감사,

감사드림.
20ㄱ 안내하나님, 신회.

ㄴ 니전 18:16.
21ㄱ 안내선택의지.

ㄴ 눅 17:7~10.
22ㄱ 안내하나님의 계명.

ㄴ 레 25:18~19; 
니후 1:9.

ㄷ 교성 3:1~2.
ㄹ 교성 14:7; 58:2~3.



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시거니와, 이
에 대해 만일 너희가 행하면 그가 실
로즉시너희를 ㄱ축복하시나니, 그러
므로 그는 너희에게 갚으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전히 그에게 빚
지고 있으며, 지금 그러하고 앞으로
도 그러하리니, 영원히 언제까지나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자랑
할것이무엇이있느냐?

25 그리고이제내가묻노니, 너희
는 너희 스스로에 대해 무엇이라 말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대답
하노니 아니라. 너희는 너희가 땅의
티끌만큼 된다고도 말할 수 없느니
라. 그러할지라도너희는땅의 ㄱ티끌
로 ㄴ창조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보라, 그것은 너희를 창조하신 이에
게속한것이니라.

26 그리고 나, 곧 너희가 왕이라
일컫는 나도, 너희 자신보다 나을 것
이없나니, 이는나역시티끌로지어
졌음이라. 또 너희가 보거니와 내가
늙었고, 곧 이 죽어야 할 육신을 그
어미 되는 땅에게 내어 주려 하고 있
느니라.

27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
리낌없는양심으로 ㄱ행하며, 너희를
섬겼다고 너희에게 이른 것같이, 바
로 그와 같이 내가 이때에 너희로 하
여금 함께 모이게 한 것은, 하나님께
서 너희에 관하여 내게 명하신 일에
대해 내가 서서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때, 내가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나
타나게 하며, 너희의 ㄴ피가 나에게
임하지않게하려함이니라.

2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로 하여금 함께 모이게 한 것은,
내가 바야흐로 나의 무덤으로 내려
가려하는이시기에, 나의옷이너희
의 피로부터 ㄱ깨끗하게 되게 하여,
내가 평안히 내려가고, 나의 불멸의
ㄴ영으로 하여금 위에 있는 ㄷ합창대
와 합하여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송
하게하려함이니라.

29 또 더욱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내가 너희로 하여금 함께 모이
게 한 것은, 내가 더 이상 너희의 교
사도, 너희의왕도될수없음을너희
에게선포하려함이니라.

30 이는 이 시간에도 너희에게 말
하려 하는 동안 나의 온 몸이 참으로
심히 떨고 있음이라. 그러나 주 하나
님께서 참으로 나를 받들어 주고 계
시며, 나를 용납하사 나로 하여금 너
희에게 말하게 하시고, 내게 명하사
나의 아들 모사이야가 너희를 다스
리는 왕이요 통치자임을 오늘 너희
에게선포하게하셨느니라.

31 이에이제나의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지금까지 해 온 대로 하기를
바라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과 또한
나의 부친의 명령을 지켜 번성하고,
너희 원수들의 손에 떨어지지 않도
록 지키심을 입은 것같이, 바로 그와

186모사이야서 2:25~31

24ㄱ 안내축복하다, 축복
받은, 축복.

25ㄱ 창 3:19; 
야곱 2:21.

ㄴ 안내창조하다, 창조.
27ㄱ 안내걷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ㄴ 야곱 1:19.

28ㄱ 야곱 2:2.
ㄴ 안내영.
ㄷ 몰 7:7.



187 모사이야서 2:32~38

같이 만일 너희가 나의 아들의 명령,
곧 그에 의해 너희에게 전달될 하나
님의 계명을 지킬진대 너희는 땅에
서 번성할 것이요, 너희 원수들이 너
희를다스릴능력을갖지못하리라.

32 그러나나의백성들아, 너희가
운데 ㄱ다툼이일어날까주의하고, 나
의 부친 모사이야가 말씀하신 악한
영에게 즐겨 순종하지 않도록 주의
하라.

33 이는 보라, 그 영에게 즐겨 순
종하는 자 위에 화가 선포되어 있음
이니, 이는 만일 그가 그에게 순종하
기를 즐겨하여 자기 죄 안에 머물다
가 죽으면, 그는 자기 스스로의 영혼
에 ㄱ저주를 마시는 것임이라. 이는
그가 자기 스스로의 아는 바에 반하
여하나님의율법을범하여, ㄴ영원한
형벌을자기의삯으로받음이니라.

3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
한 것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지 아니
한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
는, 너희 중에 누구라도 너희가 하늘
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영원히 빚
진자로서, 너희가가진모든것과너
희 자신의 모두를 그에게 돌려야 함
을알지못하는자없으며, 또한우리
조상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나던
때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선지자들
이 말한 예언이 들어 있는 기록에 관
해서도 가르침을 받지 아니한 자가
없나니,

35 거기에는 또한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말씀하신것도모두들어있
느니라. 또한 보라, 그들은 주께서 그
들에게 명하신 것을 말하였나니, 그
러므로그말씀이바르고참되니라.

36 그리고이제나의형제들아, 내
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것을
너희가알고또가르침받고난후에,
만일 너희가 범법하여 말씀하신 바
에 상반되게 행하여, 너희가 참으로
주의영으로부터스스로물러남으로
써, 그것으로너희안에거할곳이없
게하여너희가복받으며, 번영하며,
보전되도록 너희를 지혜의 길로 인
도하지못하게할진대－

3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를
행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께 드러내
어 ㄱ거역하는것이라. 그러므로그는
즐겨 악한 영에게 순종하며, 모든 의
의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주께
서그의안에거할곳이없으시니, 이
는그가 ㄴ거룩하지않은성전에는거
하지아니하심이라.

38 그러므로 만일 그 사람이 ㄱ회
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있다가죽으면, 하나님의 ㄴ공의의요
구가 그의 불멸의 영혼을 일깨워 그
자신의 ㄷ죄과를 통렬히 느끼게 하나
니, 이는실로그로하여금주의면전
에서 뒷걸음질치게 하며 실로 그의
가슴을 죄책감과 고통과 고뇌로 가
득하게 하는 것이라. 이는 마치 꺼지

32ㄱ 3니 11:29~30.
33ㄱ 안내정죄.

ㄴ 교성 19:6, 10~12.
37ㄱ 모사 3:12; 

힐 8:24~25. 
안내거역.

ㄴ 앨 7:21.
38ㄱ 안내회개하다, 회개.

ㄴ 안내공의.
ㄷ 안내죄책감.



지 않는 불과 같으니 그 불꽃이 세세
영원토록올라가느니라.

39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
르노니, ㄱ자비가 그 사람을 주장할
수 없나니 그러므로 그의 마지막 운
명은 결코 그침이 없는 고통을 견디
는것이되리라.

40 오모든너희늙은자들그리고
또한 너희 젊은 자들 그리고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너희 어린아이들
아, 이는 내가 너희가 알 수 있도록
명백하게 말하였음이니, 나는 너희
가 깨어 범법에 빠진 자들의 무서운
처지를ㄱ기억하기를비노라.

41 또 더욱이 나는 너희가 하나님
의계명을지키는자들의복되고 ㄱ행
복한 상태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
라고자하노니, 이는보라, 그들은현
세적이거나 영적인 모든 일에 ㄴ복됨
이요, 만일 그들이 끝까지 ㄷ충실히
견디면 ㄹ하늘에영접되나니, 그로인
해 하나님과 함께 결코 끝이 없는 행
복한 상태에 거하게 되리라. 오 기억
하라, 이러한 것들이 참됨을 기억하
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이를 말씀하
셨음이니라.

제 3 장

베냐민 왕이 그의 말을 계속함－전
능하신 주께서 흙으로 지어진 성막
에 거하시며 사람들 가운데서 성역

을 베푸실 것임－그가 세상의 죄를
위해 속죄하실 때 피가 모든 땀구멍
으로부터 나올 것임－그의 이름은
구원이임하는유일한이름임－사람
은 속죄를 통하여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고 성도가 될 수 있음－악
인의 고통은 불과 유황의 못 같을 것
임. 주전124년경.

그리고또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
의 주의를 구하고자 하노니, 이는 너
희에게 얼마간 더 말할 것이 있음이
라. 이는보라, 내가장차임할일에관
하여너희에게고할것이있음이니라.

2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고할 일
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ㄱ천사에 의해
나에게 알려졌나니, 그가 내게 이르
기를, 깨어나라 하기로 내가 깨었더
니, 보라그가내앞에섰느니라.

3 그리고 그가 내게 이르기를, 깨
어내가네게고할말을들으라. 이는
보라, 내가 큰 기쁨의 ㄱ좋은 소식을
너희에게선포하러왔음이니라.

4 이는주께서네기도를들으시고
네 의에 대해 판단하시고, 나를 보내
사 네게 선포하게 하셨음이니, 이는
너로기뻐하게하시며, 또너로네백
성에게 선포하게 하여 그들 역시 기
쁨으로충만되게하려하심이니라.

5 볼지어다, 그때가 이르며 그리
멀지 아니하니, 곧 모든 영원으로부
터 모든 영원에 이르기까지 전에도

188모사이야서 2:39~3:5

39ㄱ 앨 34:8~9, 15~16. 
안내자비로운, 자비.

40ㄱ 앨 5:18.
41ㄱ 4니 1:15~18. 안내기쁨.

ㄴ 안내축복하다, 
축복 받은, 축복.

ㄷ 교성 6:13.
ㄹ 안내하늘.

3 2ㄱ 안내천사.
3ㄱ 눅 2:10~11.



189 모사이야서 3:6~13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ㄱ주께서 권능으로써 하늘
로부터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내려
오사, 흙으로지어진 ㄴ성막에거하시
며,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사 병든 자
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
며,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고, 눈먼
자를보게하시며, 못듣는자를듣게
하시고, 온갖 질병을 고치시는 것과
같은큰 ㄷ기적을행하시리라.

6 또 그는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는 ㄱ악마, 곧 악한 영들
을쫓아내시리라.

7 또 보라, 그는 죽음에 이르는 것
을 제외하고, 사람이 ㄱ겪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ㄴ시험과 육신의 고통,
ㄷ주림, 갈증과피로를겪으리니, 이는
보라, ㄹ피가 모든 땀구멍에서 나옴이
라, 그의 백성의 사악함과 가증함으
로인한그의ㅁ고뇌가그처럼크리라.

8 그리고그는 ㄱ예수그리스도, 하
나님의 ㄴ아들, 하늘과 땅의 ㄷ아버지,
태초로부터만물의창조자라일컬음
을 받을 것이요, 그의 ㄹ모친은 ㅁ마리
아라칭하여지리라.

9 또 보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
시나니, 이는 그의 이름을 믿는 ㄱ신

앙을 통하여 ㄴ구원이 사람의 자녀들
에게 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모든 일 이후에도 그들은 그를 사
람이라생각하여, 그가 ㄷ귀신들렸다
말할 것이요, 그를 ㄹ채찍질 할 것이
요, 그를십자가에ㅁ못박으리라.

10 그리고 그는 제 ㄱ삼 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ㄴ일어나실 것이요. 보
라, 그가 세상을 ㄷ심판하려 서시나
니, 보라, 이 모든 일이 행하여짐은
의로운 심판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임하게하려함이라.

11 이는보라, 또한그의 ㄱ피는아
담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ㄴ타락한 자
들, 곧그들에관한하나님의뜻을알
지 못하고 죽은 자들, 또는 ㄷ무지한
가운데 죄를 범한 자들의 죄를 위하
여ㄹ속죄함이라.

12 그러나자기가하나님을 ㄱ거역
하는줄알고있는자에게는화, 화가
있도다! 이는 회개와 ㄴ주 예수 그리
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하지 아니하
고는 그러한 자에게 구원이 오지 아
니함이니라.

13 이에 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
람의 자녀들 가운데 그의 거룩한 선
지자들을 보내사, 모든 족속과 나라

5ㄱ 안내여호와.
ㄴ 모사 7:27; 앨 7:9~13.
ㄷ 마 4:23~24; 행 2:22;

니전 11:31. 안내기적.
6ㄱ 막 1:32~34.
7ㄱ 교성 19:15~18.
ㄴ 안내유혹하다, 유혹.
ㄷ 마 4:1~2.
ㄹ 눅 22:44.
ㅁ 사 53:4~5.

8ㄱ 안내하나님, 신회－아들
하나님.

ㄴ 앨 7:10.
ㄷ 힐 14:12; 3니 9:15.
ㄹ 마 1:16; 니전 11:14~21.
ㅁ 안내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9ㄱ 안내신앙.
ㄴ 안내구원.
ㄷ 요 8:48.
ㄹ 막 15:15.
ㅁ 눅 18:33; 니전 19:10;

니후 10:3. 
안내십자가에 달림.

10ㄱ 마 16:21; 니후 25:13;
힐 14:20~27.

ㄴ 안내부활.
ㄷ 안내심판하다, 심판.

11ㄱ 안내피.
ㄴ 안내아담과 이브의

타락.
ㄷ 니후 9:25~26.
ㄹ 안내속죄하다, 속죄.

12ㄱ 모사 2:36~38; 힐 8:25.
안내거역.

ㄴ 안내주.



와 방언에 이러한 일을 선포하게 하
사, 이로써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오
실 것을 믿는 자들 그들은 그들의
ㄱ죄 사함을 얻고, 참으로 ㄴ마치 그가
이미 그들 가운데 오신 것같이, 심히
큰기쁨으로기뻐하게하셨느니라.

14 그러할지라도 주 하나님께서
는 그의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임
을 보시고, 그들에게 한 율법을 정해
주셨으니, 곧모세의ㄱ율법이라.

15 또그의오심에관하여많은표
적과 기사와 ㄱ예표와 그림자를 그가
그들에게 보이셨고, 또한 거룩한 선
지자들도 그의 오심에 관하여 그들
에게 말하였으나, 그럼에도 그들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모세의
ㄴ율법이 그의 피의 속죄를 통하여서
가 아니고는 무익함을 깨닫지 못하
였느니라.

16 또설혹 ㄱ어린아이들이죄지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없다 함이 가능
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네게 이
르노니 그들은 ㄴ복되도다. 이는 보
라, 아담 안에서 곧 본디부터 그들이
타락한 것같이, 바로 그와 같이 그리
스도의 피가 그들의 죄를 대속하여
줌이라.

17 또더욱이내가네게이르노니,

사람의 자녀들에게 ㄱ구원이 이를 수
있는 ㄴ다른아무이름이나다른어떠
한 길이나 방법도 주어지지 아니하
리니, 다만전능하신주 ㄷ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하여
서만구원이올수있느니라.

18 이는 보라 그리스도가 심판하
시매, 그의 심판이 공의로우며 그 유
아기에 죽는 유아는 멸망하지 아니
하되, 사람들이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어어린아이와같이 ㄱ되고, 구원
이전에나, 지금에나, 장차에나, 전능
하신 주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그
리고 그 ㄴ피를 통하여 임함을 믿지
않는 한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영혼
을위하여저주를마심이됨이니라.

19 이는 ㄱ성령의 이끄심을 ㄴ따르
며, 육에속한사람을벗어버리고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ㄷ성도가
되며, ㄹ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
게 되어, 주께서 합당하게 여겨 그에
게 내리시는 모든 것에 기꺼이 복종
하고자 하기를, 아이가 참으로 그 아
버지에게 복종함같이 하지 아니하는
한, ㅁ육에속한사람은하나님의적이
라, 아담의 ㅂ타락 때로부터 그러하였
고영원무궁토록그러할것임이니라.

190모사이야서 3:14~19

13ㄱ 안내죄 사함.
ㄴ 니후 25:24~27; 

예이 1:11.
14ㄱ 안내모세의 율법.
15ㄱ 안내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예표 또는
상징들.

ㄴ 모사 13:27~32.
16ㄱ 안내아이, 아이들.

ㄴ 모로 8:8~9.

17ㄱ 안내구원.
ㄴ 행 4:10~12; 니후 31:21.
ㄷ 안내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짊어짐.

18ㄱ 마 18:3.
ㄴ 모사 4:2; 힐 5:9.

19ㄱ 모로 10:4~5. 안내성신.
ㄴ 대하 30:8.
ㄷ 안내성도.

ㄹ 3니 9:22.
ㅁ 고전 2:11~14; 

모사 16:2~3. 
안내육에 속한 사람.

ㅂ 안내아담과 이브의
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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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또더욱이내가네게이르노니,
구주에 대한 ㄱ지식이 ㄴ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두루 퍼질
때가이르리라.

21 또보라, 그때가이르면회개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어린아
이들을제외하고아무도하나님앞에
ㄱ허물없는자로드러나지못하리라.

22 그리고 이때라 할지라도, 네가
주 네 하나님이 네게 명하신 것을 네
백성에게 가르친 후에는, 이미 그때
는 내가 네게 고한 그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없는 자로 드러나지
못하느니라.

23 이제 내가 주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말씀을말하였노라.

24 또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시느
니라. 심판날에그말씀이이백성에
게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리니,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받되, 그 행
위가 선하든지, 또는 그 행위가 악하
든지,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
판을받을것이라.

25 만일 그 행위가 악하다면 그들
은 그들 스스로의 죄와 가증함의 참
담함을 ㄱ목도하게되고, 이는그들을
주의 면전으로부터 뒷걸음질 치게
하여 ㄴ비참과 끝없는 고통의 상태로
들어가게 하나니, 그 곳에서 그들이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하느니라. 그러
므로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영혼에
저주를마신것이라.

26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
노의 잔으로부터 마신 것이니, 공의
가 이를 그들에게 거부하지 못하는
것은 금단의 ㄱ열매를 먹음으로 인하
여 ㄴ아담이 타락함을 거부하지 못함
과같으니라. 그러므로영원토록 ㄷ자
비가 더 이상 그들을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

27 또 그들의 ㄱ고통은 그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며, 그 연기가 영원무
궁토록 솟아오르는 불과 유황의 ㄴ못
같으니라. 이같이 주께서 내게 명하
셨느니라. 아멘.

제 4 장

베냐민 왕이 그의 말을 계속함－속
죄로 인하여 구원이 옴－구원을 얻
기위해하나님을믿으라－충실함을
통하여 너희의 죄 사함을 간직하
라－가난한 자에게 너희가 가진 것
을 나누어 주라－모든 일을 지혜와
질서안에서행하라. 주전124년경.

그리고이제이렇게되었나니베냐민
왕이주의천사에의해그에게전달된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고, 그 눈을 들
어 무리를 둘러보았더니, 보라 그들

20ㄱ 교성 3:16.
ㄴ 안내선교 사업.

21ㄱ 안내책임지다, 
책임질 수 있는, 
책임질 수 있음.

25ㄱ 앨 5:18; 12:14~15.

ㄴ 몰 8:38.
26ㄱ 창 3:1~12; 

니후 2:15~19; 
앨 12:21~23.

ㄴ 몰 9:12.
ㄷ 안내자비로운, 자비.

27ㄱ 안내죄책감.
ㄴ 니후 9:16; 

야곱 6:10; 
교성 76:36.



이땅에엎드러졌으니, 이는주의 ㄱ두
려움이그들에게임하였음이라.

2 또 그들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
의 ㄱ속된 상태에 있어, 실로 땅의 티
끌보다 ㄴ못함을보았고, 이에그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크게 부르짖어 이
르되, 오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의 ㄷ속죄의피를적용하사우리로우
리의 죄 사하심을 받게 하시옵고, 우
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게 하시옵
소서. 이는우리가, 하늘과땅과만물
을 ㄹ창조하셨고, 사람의자녀들가운
데 내려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리스도를믿음이니이다하였더라.

3 이에이렇게되었나니그들이이
말을 하고 나자 주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신지라, 그들이기쁨으로충만하
게 되고, 자신의 죄 ㄱ사함을 받으며
ㄴ양심의 평안을 얻으니, 이는 베냐민
왕이 그들에게 한 말씀대로, 장차 오
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들의 놀
라운ㄷ신앙으로인함이었더라.

4 이에 베냐민 왕이 다시 그 입을
열어그들에게말하기시작하였나니
이르기를, 나의 친구요 나의 형제들,
나의 혈족이요 나의 백성들아, 내가
다시 너희의 주의를 구하고자 하노
니, 너희에게할내말의나머지를너
희가듣고깨닫기바라노라.

5 이는 보라, 만일 이 시간 ㄱ하나

님의 선하심에 대한 지식이 너희를
일깨워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며, 너
희가 아무 가치 없는 타락한 상태에
있음을느끼게해주었다면－

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비
길 데 없는 권능과 그의 지혜와 그의
인내와 사람의 자녀들을 향한 그의
오래참으심과또한 ㄱ속죄곧세상의
ㄴ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예비되어
그로써 주를 ㄷ신뢰하며 부지런히 그
의계명을지키며, 자기의생명이, 내
가 뜻하는 것은 죽어야 할 육신의 생
명이라, 끝나기까지 신앙 안에 거하
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도록 하는 속
죄의ㄹ지식에이르렀다면－

7 내가 말하노니, 이가 바로 속죄
를통하여구원을받는자니, 이속죄
는 아담의 ㄱ타락 이래로 있던 자나,
지금있는자나, 장차곧세상의끝까
지 있을 모든 인류를 위하여,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예비된 것
이니라.

8 또 이제 이것이 구원이 임하는
방도이니, 이미 말한 이것 외에 다른
구원은 ㄱ도무지없으며, 내가너희에
게 일러준 조건을 제외하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조건도 없느
니라.

9 하나님을 믿으라. 그가 계신 것

192모사이야서 4:2~9

4 1ㄱ 안내두려움.
2ㄱ 안내육신에 속한.
ㄴ 힐 12:7~8.
ㄷ 모사 3:18; 힐 5:9.
ㄹ 안내창조하다, 창조.

3ㄱ 안내죄 사함.
ㄴ 안내양심.

ㄷ 안내신앙.
5ㄱ 모세 1:10.
6ㄱ 안내속죄하다, 속죄.
ㄴ 모사 15:19.
ㄷ 시 36:7; 

니후 22:2; 
힐 12:1. 

안내신뢰.
ㄹ 안내하나님, 신회.

7ㄱ 안내아담과 이브의
타락.

8ㄱ 행 4:12; 
니후 31:21; 
모사 3:17.



193 모사이야서 4:10~16

과 그가 하늘과 땅의 만물을 창조하
셨음을 믿으라. 그가 하늘과 땅의 모
든 ㄱ지혜와 모든 권능을 가지셨음을
믿으라. 사람은 주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모든것을다 ㄴ이해하지는못함
을믿으라.

10 그리고또너희는너희죄를ㄱ회
개하고 버려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낮추어야함을믿으라. 그리
고 그가 너희를 ㄴ용서하여 주실 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라. 그리고 이
제, 만일너희가이모든것을ㄷ믿는다
면너희는이를ㄹ행하도록하라.

11 그리고내가앞서말한것같이,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에 이
르렀은즉, 곧 너희가 그의 선하심을
알았고그의사랑을 ㄱ맛보았고, 너희
영혼에 그토록 심히 큰 기쁨을 있게
하는 너희 죄 ㄴ사함을 받았다면, 바
로 그처럼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위
대하심과너희자신이 ㄷ아무것도아
님과 합당하지 아니한 피조물인 너
희를향한그의 ㄹ선하심과오래참으
심을 기억하고 항상 기억에 간직하
며, 지극히 ㅁ겸손하게 너희 자신을
낮추며매일주의이름을 ㅂ부르며천
사의입으로이야기된바, 장차이를
일을 믿는 신앙 안에 굳게 서기를 바

라노라.
12 그리고보라, 내가너희에게이

르노니 만일 너희가 이를 행하면 너
희는 항상 기뻐할 것이며, 하나님의
ㄱ사랑으로충만하게되고, 너희의죄
사함을 항상 ㄴ간직하게 될 것이며,
또 너희는 너희를 창조하신 이의 영
광의지식안에서, 곧바르고참된것
의지식안에서자라게되리라.

13 또 너희는 서로 상하게 하려는
마음을 갖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ㄱ평화롭게 살려 하며, 각 사람에게
그에게 당연한 것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을갖게되리라.

14 또 너희는 너희 ㄱ자녀들이 굶
주리거나, 헐벗게 되도록 그들을 버
려 두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하나
님의율법을범하며서로 ㄴ싸우고다
투며 죄의 주인이요,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악한 영인 악마를 섬기도
록 버려 두지도 아니하리니, 그는 모
든의의원수라.

15 오히려 너희는 참되고 진지한
길로 ㄱ행하도록 그들을 ㄴ가르칠 것
이요, 너희는 서로 ㄷ사랑하고 서로
섬기도록그들을가르칠것이니라.

16 또한 너희 스스로는 너희의 구
제를필요로하는자들을 ㄱ구제할것
이요, 너희는 궁핍에 처한 자에게 너

9ㄱ 롬 11:33~34; 
야곱 4:8~13.

ㄴ 사 55:9.
10ㄱ 안내회개하다, 회개.

ㄴ 교성 61:2.
ㄷ 마 7:24~27.
ㄹ 니후 31:19~21.

11ㄱ 앨 36:24~26.
ㄴ 안내죄 사함.

ㄷ 모세 1:10.
ㄹ 출 34:6; 모로 8:3.
ㅁ 안내겸손한, 겸손.
ㅂ 안내기도.

12ㄱ 안내사랑.
ㄴ 모사 4:26; 앨 4:13~14;

5:26~35; 교성
20:31~34.

13ㄱ 안내화평케 하는 이.

14ㄱ 딤전 5:8; 교성 83:4.
ㄴ 안내다툼.

15ㄱ 안내걷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ㄴ 교성 68:25~28; 
모세 6:58. 
안내가르치다, 교사.

ㄷ 모사 18:21.
16ㄱ 안내자애; 섬김.



희의 재물을 베풀 것이며, 너희는
ㄴ구걸하는 자가 너희에게 올리는 간
청이 헛되도록 버려 두고, 그를 쫓아
내어죽게하지아니하리라.

17 혹 네가 ㄱ말하기를, 저 사람은
자기의 비참을 자초하였도다. 그러
므로나는내손을금하여, 그가고난
을 받지 않도록 내 양식에서 그에게
주거나, 나의 재물에서 그에게 나누
어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의 형벌
이마땅한것임이라하리라.

18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오사람아, 누구든지이를행하는
자 그는 크게 회개해야 하느니라. 또
그가 자기의 행한 바를 회개하지 않
는 한, 그는 영원히 멸망하며 하나님
의왕국에아무상관이없느니라.

19 대저보라, 우리는모두구걸하
는 자가 아니냐? 우리는 모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 양식과 의복에
대해, 또 금에 대해, 또 은에 대해, 그
리고 우리가 가진 온갖 종류의 모든
부에 대해, 동일한 존재 곧 하나님께
의지하고있지아니하냐?

20 그리고보라, 이시간에도너희
는그의이름을부르며, 너희의죄사
함을 간구하고 있었도다. 그런데 너
희의 간구가 헛되도록 그가 버려 두
셨느냐? 아니라, 그는 너희에게 그의
영을부으시고, 너희마음이 ㄱ기쁨으
로 충만하게 하시고, 너희 입이 막혀
너희로 말할 바를 찾지 못하게 하셨
나니, 너희의 기쁨이 그토록 심히 컸

느니라.
21 또 이제 만일 너희를 창조하셨

고, 너희가 너희의 생명과 너희가 가
진 모든 것과 너희 자신의 전부를 의
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받
으리라고 믿으며, 옳은 것으로서 너
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면, 오 그
렇다면 너희가 가진 재물에서 서로
ㄱ나누어줌이얼마나마땅하냐.

22 그리고 만일 죽지 않으려고 너
희의 재물을 나누어 달라고 너희에
게간청을올리는자를너희가 ㄱ판단
하고 그를 정죄한다면, 너희에게 속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너희
의재물을 ㄴ나누지않는데대한너희
의 정죄는 얼마나 더 마땅하겠느냐.
그에게는 너희 생명도 속해 있느니
라. 그럼에도 너희는 아무 간청도 드
리지 아니하며, 네가 행한 일을 뉘우
치지도아니하는도다.

23 내가너희에게이르노니, 그사
람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그의 재물
이 그와 함께 멸망할 것임이로다. 그
리고 이제 나는 이 세상의 것에 관하
여 ㄱ부유한자에게이러한것을말하
노라.

24 그리고 또, 내가 너희 곧 가진
것이 없으나 매일 지내기에 족할 만
큼은 가진 가난한 자들에게 이르노
라. 나는 구걸하는 자에게 가진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거절하는 너희 모
두를 뜻하노라. 나는 너희가 너희 마

194모사이야서 4:17~24

16ㄴ 신 15:7~11; 잠 21:13;
사 10:1~2.

17ㄱ 잠 17:5.

20ㄱ 안내기쁨.
21ㄱ 안내섬김; 복지.
22ㄱ 마 7:1~2; 요 7:24.

ㄴ 요1 3:17.
23ㄱ 교성 56:16.



195 모사이야서 4:25~30

음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주지 않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까닭이나
만일내가가진것이있다면 ㄱ주리라
하기를바라노라.

25 그리고이제, 만일너희가너희
마음속으로 이를 말한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없으려니와, 그리하지 아
니할진대 너희는 ㄱ정죄받나니 너희
의 정죄가 마땅함은 너희가 받지 못
한것을탐함이니라.

26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
한 이러한 일을 위하여－즉 매일 너
희의 죄 사함을 간직하여, 너희가 하
나님앞에서죄없이 ㄱ행하도록하기
위하여－나는 너희가 각 사람이 가
진바에따라너희재물에서 ㄴ가난한
자에게 ㄷ나누어주기를바라노니, 이
를테면 주린 자를 ㄹ먹이며, 벗은 자
를 입히며, 병든 자를 찾아보고 구제
하되, 영적으로나 현세적으로 그들
의필요에따라행함같은것이라.

27 또모든일이지혜와질서안에
서 행해지도록 할지니, 이는 사람이
그가가진힘보다 ㄱ더빨리달음질함
이 요구되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또
그는 부지런할 필요가 있나니, 그로
써 그가 상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모
든 일은 반드시 질서 안에서 행해져
야하느니라.

28 또 나는 너희가 기억하기 바라
노니, 너희 중 누구든지 그 이웃에게

서 꾸는 자는, 그가 합의하는 대로,
그가 꾸는 것을 되돌려야 하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죄를 범하게
되고, 아마도 네가 네 이웃으로도 죄
를범하게하리라.

29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죄
를범할수있는일을내가모두너희
에게일러줄수없나니, 이는다양한
길과 방법이 많이 있어 내가 이를 셀
수없음이라.

30 그러나 이 정도는 내가 너희에
게 일러 줄 수 있나니, 만일 너희가
너희 자신과 너희의 ㄱ생각과 너희의
ㄴ말과 너희의 행실을 ㄷ살피고 하나
님의 계명을 준행하고, 우리 주의 오
심에 관하여 너희가 들은 것을 믿는
신앙 안에 계속하여 거하되, 실로 너
희 생애의 끝까지 그리하지 아니하
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리라. 그런
즉 이제 오 사람아, 기억하고 멸망하
지말지어다.

제 5 장

성도들은신앙을통하여그리스도의
아들과 딸들이 됨－그런 다음 그들
은그리스도의이름으로불리움－베
냐민 왕이 그들에게 굳건하고 흔들
리지 아니하며 선행을 하도록 권면
함. 주전124년경.

24ㄱ 막 12:44.
25ㄱ 교성 56:17.
26ㄱ 안내걷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ㄴ 슥 7:10; 

앨 1:27. 

안내구제, 구제를 베풂
ㄷ 야곱 2:17~19.
ㄹ 사 58:10~11; 

교성 104:17~18.
27ㄱ 교성 10:4.
30ㄱ 막 7:18~23. 안내사고.

ㄴ 마 15:18~20. 
안내모독.

ㄷ 앨 12:14. 
안내살펴보다, 파수꾼.



그리고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베냐
민 왕이 이같이 그의 백성들에게 말
하고 나서, 그들 가운데 사람을 보내
어, 그가그들에게한말을그들이믿
는지 그의 백성에게 알아보려 하였
더라.

2 이에 그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소리쳐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우리
는 왕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믿나이다. 또한 우리는 전능하신 주
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확실함
과참됨을아노니, 주의영이우리안
에, 곧 우리 마음 가운데 큰 ㄱ변화를
이루셨으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ㄴ악을행하고자하는의향이없으며,
끊임없이선을행하고자하나이다.

3 또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무
한한 선하심과 그의 영의 나타내심
을통하여, 장차이를일에대한위대
한 식견을 가졌나니, 필요하다면 우
리는 모든 일에 대하여 예언할 수 있
으리이다.

4 또 우리로 이 큰 지식에 이르게
한 것은 우리 왕이 우리에게 말씀하
신 것들을 우리가 믿은 그 신앙이오
니, 이로인해우리가이처럼심히큰
기쁨으로기뻐하나이다.

5 이에 우리는 기꺼이 우리 하나
님과 ㄱ성약을맺어우리의남은평생
을두고그의뜻을행하며, 그가우리

에게 명하실 모든 일에 있어 그의 계
명에순종하여, ㄴ천사로말씀하신바
와 같은 ㄷ결코 끝나지 않는 고통을
우리 자신 위에 초래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우리가 마시
지않게하려하나이다하더라.

6 그리고 이제 이는 베냐민 왕이
그들에게바라던말인지라, 그러므로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바라던 말을 하였도다. 그리고 너희
가맺은성약은의로운성약이니라.

7 이에 이제 너희가 맺은 성약으
로 인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ㄱ자녀
라, 그의 아들과 그의 딸이라 일컬음
을받으리라. 이는보라, 오늘날그가
영적으로 너희를 ㄴ낳으셨음이라. 이
는 너희 말에 너희 ㄷ마음이 주의 이
름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변화되었
다 함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에게
서 ㄹ났고 그의 ㅁ아들과 딸이 되었느
니라.

8 그리고이머리아래너희가 ㄱ자
유롭게 되었나니,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ㄴ다른 머리가 없느니라.
구원이 오는 다른 ㄷ이름이 주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너
희, 곧 생애가 끝날 때까지 순종하겠
다고 하나님과 성약을 맺은 너희 모
두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ㄹ받들기를
바라노라.

196모사이야서 5:1~8

5 2ㄱ 앨 5:14. 안내거듭난,
하나님에게서 난.

ㄴ 앨 19:33.
5ㄱ 모사 18:10.
ㄴ 모사 3:2.
ㄷ 모사 3:25~27.

7ㄱ 모사 27:24~26; 

모세 6:64~68. 
안내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ㄴ 안내낳은.
ㄷ 안내마음.
ㄹ 모사 15:10~11. 

안내거듭난,

하나님에게서 난.
ㅁ 교성 11:30.

8ㄱ 롬 6:18; 갈 5:1; 
힐 14:30.

ㄴ 행 4:10, 12; 앨 21:9.
ㄷ 모사 26:18.
ㄹ 행 11:26; 앨 46:15.



197 모사이야서 5:9~6:2

9 또 이렇게 되리니 누구든지 이
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게될것이라. 이는그가어떤이름
으로 자기가 불리우는지 알 것임이
니, 이는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울것임이니라.

10 그리고이제이렇게되리니, 누
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ㄱ다른 이름으로 불리
워야만 하리라. 그러므로 그는 하나
님의 ㄴ왼편에있게되느니라.

11 그리고 나는 이것이 범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코 지워지지
아니할이름을내가너희에게주리라
한그 ㄱ이름임을너희가또한기억하
기 바라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범법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그 이름이 너
희마음에서지워지지않게하라.

12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가 그 이름을 항상 너희 마음에
기록하여 ㄱ간직할것을기억하여, 너
희가 하나님의 왼편에 있지 않게 하
고, 너희를부를음성과또한그가너
희를 부르실 그 이름을 너희가 듣고
알기를바라노라.

13 대저 사람이 자기가 섬기지도
아니하였고, 자기에게 외인이며, 자
기 마음의 생각과 의도에서 먼 주인
을어떻게ㄱ아느냐?

14 그리고 또 사람이 그 이웃에게
속한 나귀를 취하여 기르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것이
자기 떼 가운데서 먹는 것조차 용납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몰아 내며 내
어 쫓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만일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 가운데
서참으로그러하리라.

15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굳건하
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항상 선한 행
실이 가득하여,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기 것
으로 ㄱ인 치시어, 너희로 하늘에 인
도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만물을
ㄴ창조하시고, 만유위에하나님이되
시는 이의 지혜와 권능과 공의와 자
비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갖게하시기를바라노라. 아멘.

제 6 장

베냐민 왕이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
하고, 그들을 가르칠 제사들을 임명
함－모사이야가 의로운 왕이 되어
다스림. 주전124~121년경.

그리고이제 베냐민 왕은 백성들에
게 말하기를 마친 후에, 하나님과 성
약을 맺고 그의 계명을 지키기로 한
모든자의이름을 ㄱ취해둠이마땅하
다생각하였느니라.

2 이에이렇게되었나니어린아이

10ㄱ 앨 5:38~39.
ㄴ 마 25:33.

11ㄱ 모사 1:11~12. 
안내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짊어짐.

12ㄱ 교성 18:23~25.
13ㄱ 모사 26:24~27.
15ㄱ 안내부름과 택함;

성결하게 됨.
ㄴ 골 1:16; 

모사 4:2; 

앨 11:39.
6 1ㄱ 교성 128:8.



들을 제외하고는, 성약을 맺고 그리
스도의 이름을 받들지 아니한 자가
한사람도없었더라.

3 그리고 또 이렇게 되었나니 베
냐민왕이이모든일을마치고, 그의
아들 ㄱ모사이야를 성별하여 그의 백
성을 다스릴 통치자와 왕이 되게 하
고, 그에게 나라에 관한 모든 책임을
맡기고, 또한제사들을 ㄴ임명하여백
성을 ㄷ가르치게하여, 그로써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배우게 하고,
또그들을일깨워그들이맺은 ㄹ맹세
를기억하게하도록한후, 무리를보
내니, 그들이 각자 그 가족대로 그들
의본집으로돌아갔더라.

4 이에 ㄱ모사이야가 그의 부친을
대신하여 다스리기 시작하니라. 그
가그나이삼십세때다스리기시작
하니, 리하이가예루살렘을떠난 ㄴ때
로부터 도합 약 사백칠십육 년이 되
었더라.

5 그리고 베냐민 왕이 삼 년을 살
고죽으니라.

6 그리고이렇게되었나니모사이
야왕이주의길로행하며, 그의법도
와 그의 규례를 준행하고, 무엇이든
지 그가 그에게 명하시는 모든 일에
서그의명령을지켰더라.

7 또 모사이야 왕이 그의 백성들
에게 땅을 갈게 하였고, 그 스스로도
땅을 갈아, 그로써 그의 백성에게 짐
이 ㄱ되지 않고자 하였으며, 범사에

그의 부친이 행한 바대로 행하고자
하였더라. 이에삼년동안그의모든
백성가운데다툼이없으니라.

제 7 장

암몬이 림하이가 왕으로 있는 리하
이-니파이 땅을 발견함－림하이의
백성이레이맨인들에게속박되어있
음－림하이가그들의역사를이야기
함－한 선지자(아빈아다이)가 그리
스도는만유의하나님이시요아버지
이심을 증거하였음－더러움을 뿌리
는 자들은 회리바람을 거둠. 그리고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건지심을 받
을것임. 주전121년경.

그리고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모사
이야 왕이 삼 년 동안 계속해서 화
평을 누리고 나서, 그는 리하이-니
파이 땅 곧 리하이-니파이 성에 거
하고자 ㄱ올라간 백성들에 관하여
알기를 원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ㄴ제이라헤믈라 땅을 떠난 때로부터
그의 백성이 그들로부터 아무것도
듣지 못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
이 그들의 강청함으로 왕을 피곤하
게하였더라.

2 그리하여이렇게되었나니모사
이야 왕이 그들의 용사 중 열여섯에
게 리하이-니파이 땅으로 올라가, 그
들의 형제에 관하여 알아 볼 것을 허

198모사이야서 6:3~7:2

3ㄱ 모사 1:10; 2:30.
ㄴ 안내성임하다, 성임.
ㄷ 앨 4:7.
ㄹ 모사 5:5~7.

4ㄱ 안내모사이야, 
베냐민의 아들.

ㄴ 니전 1:4.
7ㄱ 고후 11:9.

7 1ㄱ 옴 1:27~30.
ㄴ 옴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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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하니라.
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다음 날

그들이 올라가려고 출발하매, 암몬
이라 하는 자가 함께 하였으니, 그는
힘이 세고 강한 자요, 제이라헤믈라
의 후손이라. 그는 또한 그들의 지도
자더라.

4 그런데 이제 그들이 리하이-니
파이 땅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광야
에서 여행해야 하는 길을 알지 못하
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여러 날
을 방황하였으니, 곧 사십 일을 참으
로그들이방황하였더라.

5 이에 그들이 사십 일을 방황하
고 나서, ㄱ샤일롬 땅의 북방에 있는
한작은산에이르러, 거기그들의장
막을쳤더라.

6 그리고 암몬이 그 형제 중 셋을
취하니, 그들의 이름은 아맬레카이,
힐렘, 그리고 헴이라. 그들이 ㄱ니파
이땅으로내려갔더라.

7 그리고 보라, 그들이 니파이 땅
과 샤일롬 땅에 있는 백성의 왕을 만
나매, 그들이 왕의 호위병들에게 둘
러싸여 사로잡히고 결박되어 옥에
갇히니라.

8 그리고이렇게되었나니이틀을
옥에있은후그들이다시왕앞에끌
려 나와, 그들의 결박이 풀리고 그들
이 왕 앞에 서서 그가 그들에게 묻는
질문에 대답하도록 허락함을 아니
그보다는명함을받았느니라.

9 이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보

라, 나는 노아의 아들 ㄱ림하이니, 노
아는 지니프의 아들이었고, 지니프
는 그들 조상의 땅이었던 이 땅을 기
업으로 얻기 위하여 제이라헤믈라
땅에서 올라 온 자요, 백성의 소리에
의해왕이되었던자니라.

10 또 이제 나는 내가 친히 나의
호위병들과 함께 성문 밖에 있을 때,
어찌하여 너희가 성벽에 가까이 올
만큼 그처럼 담대하였는지 그 까닭
을알기원하노라.

11 또 이제 너희에게 물어보고자
하는 이 이유로 내가 너희를 살려 두
었나니,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가 나의 호위병들로 하여금 너희를
죽이게 하였으리라. 너희의 말함을
허락하노라하는지라.

12 이에 이제 암몬이 말하도록 허
락되었음을 보고는, 나아가 왕 앞에
절하고 다시 일어나면서 말하되, 왕
이시여, 내가 아직 살아 있고 말함이
허락되었음을 오늘 내가 하나님 앞
에 매우 감사하오며, 내가 담대히 말
하도록노력하겠나이다.

13 이는 만일 여러분이 나를 알았
더라면 내가 이 줄을 두르도록 버려
두지 아니하였을 줄로 내가 확신함
이니, 나는 암몬이요 ㄱ제이라헤믈라
의 후손으로서, 지니프가 그 땅에서
인도해 올린 우리 형제들에 관하여
알아보고자제이라헤믈라땅에서올
라왔음이니이다하니라.

14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림

5ㄱ 모사 9:6, 8, 14.
6ㄱ 니후 5:8.
9ㄱ 모사 11:1.

13ㄱ 옴 1:12~15.



하이가암몬의말을듣고난후, 심히
기뻐하여 이르되, 이제야 내가 제이
라헤믈라 땅에 있던 나의 형제들이
아직 살아 있음을 명백히 알았도다.
이에 이제 내가 기뻐할 것이요, 내일
은내백성들도기뻐하게하리로다.

15 이는 보라, 우리가 레이맨인들
에게 속박되어 있으며, 감당하기 힘
든 ㄱ세금을 부과 받고 있음이라. 이
제 보라,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우
리의 속박에서, 곧 레이맨인들의 손
에서 건져 내리니, 우리는 그들의 종
이 되리라. 이는 우리가 니파이인들
의 종이 됨이 레이맨인의 왕에게 공
물을 바치는 것보다 더 나음이라 하
니라.

16 이에이제림하이왕이그의호
위병들을 명하여 더 이상 암몬이나
그의 형제들을 결박하지 못하게 하
고, 그들로 하여금 샤일롬 북방에 있
는 작은 산으로 가서, 그들의 형제들
을 성으로 인도해 들이게 하여, 그로
써 그들이 먹고 마시고, 여행의 수고
를그치고쉬게하니, 이는그들이많
은 일을 당하였음이라. 그들은 굶주
림과목마름과피곤함을당하였더라.

17 그리고이제다음날이렇게되
었나니 림하이 왕이 그의 모든 백성
가운데 포고를 보내어, 그로써 그들
이 ㄱ성전으로함께모여그가그들에
게할말을듣게하였더라.

1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가 이같이 그들에

게일러이르되, 오너희나의백성들
아, 너희의 머리를 들고 위로를 받으
라. 이는보라, 헛되었던우리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원수들에게 종속되어 있지
아니할때가가까워, 곧그리멀지아
니하였음이니, 나는 아직 해 볼만한
한 가지 효과적인 노력이 남아 있다
고믿노라.

19 그러므로 너희의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그리고 ㄱ하나님께곧아브
라함과이삭과야곱의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자
손을 애굽 땅에서 ㄴ인도해 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마른 땅 위를 걸어서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ㄷ만나를 먹이사 그들로 광야에서 죽
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지
어다. 이외에도 실로 그는 그들을 위
하여많은일을행하셨느니라.

20 그리고또, 바로그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ㄱ예루살렘 땅에서 인
도해 내셨고, 실로 지금까지 그의 백
성을 지키시고 보전해 주셨거니와,
보라, 그가 우리를 속박으로 인도해
들이셨음은우리의죄악과가증함의
연고니라.

21 그리고 너희 모두가 오늘 증인
인 바, 이 백성들 위에 왕이 되었던
지니프는 그의 조상들의 땅을 기업
으로얻고자하는 ㄱ열의가지나쳤고,
그리하여 레이맨 왕의 간사함과 간
교함에 속임을 당하였나니, 저는 지

200모사이야서 7:15~21

15ㄱ 모사 19:15.
17ㄱ 니후 5:16.
19ㄱ 출 3:6; 니전 19:10.

ㄴ 출 12:40~41; 앨 36:28.
ㄷ 출 16:15, 35; 

민 11:7~8; 수 5:12.

20ㄱ 니전 2:1~4.
21ㄱ 모사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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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프왕과조약을맺고, 그땅의일부
곧 참으로 리하이-니파이 성과 샤일
롬성과그주변땅의영토를그의손
에내어주었느니라－

22 그러나 저가 이를 행한 것은,
다 이 백성을 ㄱ복종 곧 속박 당하게
하려는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함이었
느니라. 또보라, 우리는오늘날참으
로 우리의 옥수수와 우리의 보리와
참으로 우리의 온갖 곡식 전부의 절
반과우리의양떼와우리의소떼증
식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량을 레
이맨인의 왕에게 공세로 바치고 있
으며,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의 절반을 참
으로 레이맨인의 왕이 우리에게서
요구하니, 곧우리의생명까지라.

23 그러면 이제 이것이 짊어지기
에 고통스럽지 아니하냐? 그리고 우
리의 이 고난이 혹심하지 아니하냐?
이제 보라, 우리에게 슬퍼할 이유가
얼마나크냐.

24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우리에게 슬퍼할 이유가 참으로
크니라. 이는 보라 얼마나 많은 우리
의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였으며, 그
들의 피가 헛되이 흘린 바 되었는고,
그것도 모두 죄악으로 인하여 그리
되었느니라.

25 이는만일이백성이범법에빠
지지 아니하였더라면 주께서 이 큰
악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버려 두지
아니하셨을 것임이라. 그러나 보라,

그들은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 하
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그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 결국은 그들끼리 피
를흘렸느니라.

26 그리고 주의 한 ㄱ선지자를 그
들이 죽였나니, 참으로 그들의 사악
함과 가증함을 그들에게 고하고, 장
차임할많은일, 곧참으로그리스도
의 오심에 대하여 예언한 하나님의
택하신사람을그들이죽였도다.

27 또 그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ㄱ하나님, 곧 만물의 아버지라 하였
고, 또 이르기를 그가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리니, 그것은 사람이 태초에
그를따라창조된그 ㄴ형상이라하였
음으로 인하여, 곧 바꾸어 말하면 그
가 이르기를 사람은 ㄷ하나님의 형상
대로 창조되었으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내려오사, 살
과 피를 입으시고 지면에 나아가시
리라하였음으로인하여－

28 그리고이제그가이말을하였
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를 죽였고,
이외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 위
에 초래하게 한 일을 그들이 많이 행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속박
당하여 있는 것과 또 그들이 심한 고
난으로 치심을 입고 있는 것을 누가
놀라워하겠느냐?

29 이는 보라, 주께서 이르시되,
나의 백성이 범법하는 날에 나는 그
들을 ㄱ구제하지아니할것이요, 도리
어 내가 그들의 길을 막아 그들로 형

22ㄱ 모사 10:18.
26ㄱ 모사 17:12~20.
27ㄱ 안내하나님, 신회.

ㄴ 창 1:26~28; 
이더 3:14~17; 
교성 20:17~18.

ㄷ 모사 13:33~34; 15:1~4.
29ㄱ 삼상 12:15; 

대하 24:20.



통하지 못하게 할 것인즉, 그들의 행
위가 그들 앞에 거치는 돌이 되리라
하셨음이라.

30 그리고또그가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만일 ㄱ더러움을 뿌릴진대 그
들은회리바람가운데그것으로부터
겨를 ㄴ거두게 될 것이요, 그 결과는
독이라.

31 또그가말씀하시되, 내백성이
만일 더러움을 뿌릴진대 그들은 즉
시로 멸망을 가져오는 ㄱ동풍을 거두
게되리라하셨음이라.

32 또이제볼지어다, 주의약속이
성취되어 너희가 치심을 입으며 고
난을받는도다.

33 그러나 만일 너희가 마음의 뜻
을 다하여 주께로 ㄱ돌이키고, 그를
신뢰하고, 부지런히 마음을 다하여
그를 섬길 터이면, 만일 너희가 이를
행하면, 그는 자기의 뜻과 기뻐하시
는 바를 좇아, 너희를 속박에서 건져
내시리라.

제 8 장

암몬이림하이백성을가르침－그가
스물넉 장의 야렛인들의 판에 대해
알게됨－고대의기록은선견자들에
의해 번역될 수 있음－선견자 됨보
다더큰은사는없음. 주전121년경.

그리고이렇게 되었나니 림하이 왕
이 그의 백성에게 말하기를 마친 후,

이는 그가 그들에게 많은 것을 이야
기하였으나 그 가운데 조금만을 내
가 이 책에 기록하였음이라, 그의 백
성에게 제이라헤믈라 땅에 있는 그
들의 형제들에 관한 것을 모두 고하
였더라.

2 또 암몬으로 하여금 무리 앞에
일어서서, 지니프가 그 땅에서 올라
간 때로부터 그 자신이 그 땅에서 올
라올 때까지 그들의 형제들에게 일
어났던 일을 모두 그들에게 낱낱이
이야기하게하니라.

3 이에 그는 또한 베냐민 왕이 그
들에게 가르쳤던 마지막 말씀도 그
들에게 낱낱이 이야기하고, 이를 림
하이 왕의 백성들에게 설명하여, 그
들로 그가 하는 모든 말을 깨닫게 하
였더라.

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이모두를행하고난후, 림하이왕이
무리를 보내어, 그들로 각기 자기 집
으로돌아가게하니라.

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그의 백성의 기록 곧 그들이 제이라
헤믈라 땅을 떠나던 때로부터의 ㄱ기
록을 담고 있는 판들을 암몬 앞에 가
져오게 하여, 그로 그것을 읽게 하였
느니라.

6 이제 암몬이 그 기록을 읽고 나
자마자, 왕이그에게물어혹그가언
어를 해석할 수 있는지 알고자 하매,
암몬이 그에게 고하기를 할 수 없다
하였더라.

202모사이야서 7:30~8:6

30ㄱ 안내더러운, 더러움.
ㄴ 갈 6:7~8; 

교성 6:33. 

안내추수.
31ㄱ 렘 18:17; 

모사 12:6.

33ㄱ 몰 9:6.
8 5ㄱ 모사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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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 백
성의 고난으로 인해 비통하게 되어,
내가 내 백성 중 마흔셋으로 하여금
광야로 여행을 떠나게 하여, 그로 말
미암아 그들이 제이라헤믈라 땅을
찾도록 하여, 우리를 속박에서 건져
줄 것을 우리의 형제들에게 호소하
고자하였느니라.

8 그런데 그들이 여러 날 동안 광
야에서 길을 잃고, 그럼에도 그들은
부지런하였으나 제이라헤믈라 땅을
찾지 못하고 이 땅으로 되돌아오면
서, 많은 물들 가운데 있는 한 땅을
지났고, 사람과 짐승의 뼈로 뒤덮여
있고, 또한 온갖 건물의 잔해로 뒤덮
여있는한땅을발견하였나니, 곧이
스라엘의 만군과도 같은 수많은 백
성이살았던한땅을발견하였더라.

9 그리고 그들이 말한 바가 참이
라는 증거로서 그들은 새긴 것이 가
득 차 있는 ㄱ스물넉 장의 판을 가져
왔는데, 그것들은 순금으로 되어 있
었더라.

10 그리고 보라, 또한 그들이 ㄱ가
슴판도 여러 개 가져왔으니, 그것들
은 크고 ㄴ놋과 구리로 되어 있으며
아주온전하니라.

11 그리고 또 그들이 검들을 가져
왔는데, 그손잡이는없어지고, 그날
은 녹으로 부식되어 있었느니라. 그
런데 그 판에 있는 언어 혹은 새겨진
것들을 능히 해석할 자가 이 땅에는
아무도 없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기를, 너는 번역할 수 있느냐 한
것이라.

12 이에내가다시네게말하노니,
너는 누구 번역할 수 있는 자를 알고
있느냐? 이는 내가 이 기록이 우리의
언어로 번역되기를 원하고 있음이
니, 아마도이기록은우리에게이기
록의 출처가 되는 멸망당한 백성의
남은자에대해알려줄것이요, 아니
면 아마도 이 기록은 바로 이 멸망당
한 백성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 줄 것
임이라. 또 나는 그들이 멸망당한 까
닭을알기원하노라하는지라.

13 이제암몬이그에게이르되, 내
가 그 기록을 ㄱ번역할 수 있는 사람
을, 왕이시여, 당신께 분명히 말씀드
릴수있나이다. 이는그가고대의모
든 기록을 보고 번역할 수 있는 방편
을 갖고 있음이니,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
은 ㄴ해석기라 하며, 명하심을 받지
아니하고서는아무도그것들을들여
다 볼 수 없음은, 보려 해서는 안될
것을 보려 하다가 죽을까 함이요. 누
구든지그것을들여다보도록명하심
을 받은 이, 그는 ㄷ선견자라 일컬어
지나이다.

14 또 보소서, 제이라헤믈라 땅에
있는 백성의 왕이 이러한 일을 하도
록 명하심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께로부터 온 이 높은 은사를 가진 이
니이다하더라.

15 이에 왕이 이르되 선견자는 선

9ㄱ 이더 1:1~2.
10ㄱ 이더 15:15.

ㄴ 이더 10:23.

13ㄱ 모사 28:10~17.
ㄴ 안내우림과 둠밈.
ㄷ 안내선견자.



지자보다더크다하는지라.
16 또 암몬이 이르되 선견자는 계

시자요 또한 선지자니, 아무도 지닐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지니지 아
니하고는, 아무도 더 큰 은사를 가질
수 없나이다. 그러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그에게주어지는큰
권능을지닐수있나이다.

17 그러나 선견자는 지난 일과 또
한 장차 올 일에 대하여 알 수 있으
며, 그들에의해모든일이드러날것
인 바, 더욱이 은밀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며, 감추인 일들이 밝혀질 것이
요, 알려지지 아니한 일들이 그들에
의해 알려질 것이며, 또한 달리 알려
질 수 없는 일들이 그들에 의해 알려
질것이니이다.

18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방편을 마
련하사 사람이, 신앙을 통하여, 능한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그
러므로 그는 자기 이웃에게 큰 유익
이되나이다하니라.

19 이에이제암몬이이말하기를
마치매 왕이 심히 기뻐하여, 하나님
께 감사를 드리며 이르되, 의심할 여
지없이 ㄱ큰 비밀이 이 판 안에 들어
있으며, 해석기는 의심할 여지없이
사람의자녀들에게그러한모든비밀
을밝혀줄목적으로예비되었도다.

20 오주의일이어찌그리기이하
며, 그는그의백성을어찌그리오래
참으시는고, 그뿐 아니라 사람의 자
녀들의 이해력이 어찌 그리 맹목적
이며 우둔한고, 이는 그들이 지혜를

찾으려 아니하며 지혜가 그들을 다
스림을바라지도아니함이로다!

21 참으로 그들은 목자에게서 도
망하여흩어지고숲의짐승들에게쫓
기며삼킴을당하는들양떼같도다.

지니프의 기록－그의 백성의 기사
니, 그들이 제이라헤믈라 땅을 떠나
던 때로부터 레이맨인들의 손에서
건지심을입게될때까지라.

제9장에서제22장까지
수록되어있음.

제 9 장

지니프가제이라헤믈라로부터한무
리를 이끌고 리하이-니파이 땅을 소
유하려함－레이맨인왕이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을 허락
함－레이맨인과지니프의백성사이
에전쟁이있음. 주전200~187년경.

나 지니프는 니파이인들의 모든 언
어로 가르침을 받았고, 니파이 ㄱ땅
곧 우리 조상들의 첫번 기업의 땅에
대한 지식을 가졌더니, 레이맨인들
가운데 정탐으로 보냄을 받아, 우리
군대가 그들을 습격하여 멸할 수 있
도록그들의전력을탐지하게되었느
니라－그러나내가그들가운데선한
바를 보았을 때 나는 그들이 멸망당
하지않기를바라게되었느니라.

2 그리하여 나는 광야에서 나의

204모사이야서 8:16~9:2

19ㄱ이더 3:21~28; 4:4~5. 9 1ㄱ 니후 5:5~8; 옴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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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과 다투었나니, 이는 내가 우
리의 지도자가 그들과 조약을 맺기
를 원하였음이라. 그러나 그는 엄하
고 피에 목마른 사람이라 내가 죽임
을 당하도록 명하였으나, 많은 피를
흘림으로써 나는 구출되었나니, 이
는 아버지가 아버지를 대적하고, 형
제가 형제를 대적하여 싸워서, 우리
군대의대다수가광야에서멸절되기
에이르렀음이라. 이에우리, 곧우리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제이라헤믈
라 땅으로 돌아가 그 이야기를 그들
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해 주
었느니라.

3 그런데 그럼에도 나는 우리 조
상들의 땅을 상속하려는 열의가 지
나쳐, 그 땅을 소유하러 올라가기 원
하는자들을모두모아, 그땅으로올
라가기 위하여 다시 광야로 우리의
여행을 시작하였느니라. 그러나 우
리는 기근과 심한 고난으로 치심을
당하였나니, 이는 우리가 주 우리 하
나님기억하기를더디하였음이라.

4 그럼에도불구하고광야에서여
러 날을 방황한 후에 우리는 우리 형
제들이 죽임을 당했던 곳에 우리의
장막을 쳤나니, 이는 우리 조상들의
땅에가까운곳이더라.

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다시 나의 사람 넷과 함께 성으로 들
어가서, 왕에게로 들어가 왕의 의향
을 알고 혹 내가 나의 백성들과 더불
어 들어가서 평안히 그 땅을 소유할
수있는지알고자하였느니라.

6 이에 내가 왕에게로 들어갔더
니, 그가나와언약하여내가리하이-
니파이 땅과 샤일롬 땅을 소유하도
록하였느니라.

7 그리고 그가 또한 명하여 그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떠나게 하매, 나
와 나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소유하게되었느니라.

8 이에 우리가 건물들을 지으며,
성의 벽 곧 참으로 리하이-니파이 성
과 샤일롬 성의 벽을 중수하기 시작
하였느니라.

9 그리고 우리는 참으로 온갖 종
자를 가지고, 곧 옥수수와 밀과 보리
의 종자를 가지고 또 니애스를 가지
고 또 시움을 가지고 또 온갖 실과의
종자를 가지고 토지를 경작하기 시
작하였나니, 이에 우리는 그 땅에서
번성하며번영하기시작하였느니라.

10 이제레이맨왕이그땅을내어
주어 우리로 그것을 소유하게 한 것
은, 나의 백성을 속박으로 ㄱ끌어들이
려는, 그의간사함과간교함이었더라.

11 그러므로 이렇게 되었나니, 우
리가십이년동안을그땅에거한후
에 레이맨 왕이 불안해하기 시작하
였으니, 어떻게라도 나의 백성이 강
하여져, 그들이 저들을 이기고 저들
을 속박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게 될
까염려하였음이라.

12 이제그들은게으르고 ㄱ우상을
섬기는백성이었던지라, 그러므로그
들이우리를속박으로끌어들이기원
했던것은, 우리손의수고로실컷배

10ㄱ 모사 7:21~22. 12ㄱ 이노 1:20. 안내우상 숭배.



불리려 하며, 참으로 우리 들판의 양
떼로성찬을벌이고자함이었더라.

13 그리하여 이렇게 되었나니 레
이맨 왕이 그의 백성을 선동하여 나
의 백성과 다투게 하기 시작한지라,
그러므로 이 땅에 전쟁과 다툼이 일
어나기시작하였느니라.

14 이는 니파이 땅에서의 나의 치
세 제십삼년에, 멀리 샤일롬 땅 남쪽
에서 나의 백성들이 그들의 양 떼를
먹이며그것들에게물을주며그들의
땅을 갈고 있을 때, 수많은 레이맨인
의 한 무리가 그들을 습격하여 그들
을죽이며, 그들의양떼와그들밭의
옥수수를빼앗기시작하였음이라.

15 또한 이렇게 되었나니 붙잡히
지 아니한 자들은 모두 니파이 성으
로 도망하여, 나에게 보호를 요청하
였느니라.

1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활
과 화살과 검과 신월도와 곤봉과 물
매와 우리가 고안해 낼 수 있었던 온
갖 무기로 나의 백성들을 무장시켰
으며, 그러고 나서 나와 나의 백성들
은 레이맨인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나아갔더라.

17 참으로 주의 힘을 입고 우리가
레이맨인들을대적하여싸우러나아
갔으니, 이는 나와 나의 백성이 주께
간절히 부르짖어 그가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을 구
하였음이라. 이는 우리가 일깨움을
받아 우리 조상들을 건지신 일을 기
억하였음이니라.

18 이에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
음을 ㄱ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
하셨으며, 우리는 그의 힘을 입고 나
아갔나니, 참으로 우리는 레이맨인
들을 대적하여 나아가, 하루 낮과 하
루 밤 동안에 삼천사십삼 명을 죽이
되, 우리가 그들을 우리 땅에서 몰아
내기까지그들을죽였느니라.

19 또 나 자신 친히 내 손으로 그
들의 죽은 자들을 묻는 것을 도왔느
니라. 그리고보라, 우리의형제이백
칠십구 명이 죽임을 당하여, 우리는
크게슬퍼하고애통하였느니라.

제 10 장

레이맨 왕이 죽음－그의 백성은 거
칠고 흉포하며 그릇된 전통을 믿
음－지니프와 그의 백성이 그들을
물리침. 주전187~160년경.

그리고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다
시왕국을확립하기시작하였으며우
리는 다시 평안히 이 땅을 소유하기
시작하였느니라. 그리고 나는 각종
전쟁 무기를 만들게 하여, 그로써 레
이맨인들이 나의 백성을 치러 다시
올라올때를대비하여나의백성들을
위한무기를갖고자하였느니라.

2 내가 또 이 땅 주위에 파수꾼을
세워, 레이맨인들이 불시에 다시 우
리를 습격하여 와서 우리를 멸하지
못하게 하였나니, 이같이 나는 나의
백성과나의양떼를지켜, 그들이우

206모사이야서 9:13~10:2

18ㄱ 모사 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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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원수들의 손에 떨어지지 않게 하
였느니라.

3 그리고이렇게되었나니우리는
여러 해 동안, 곧 이십이 년 동안 우
리 조상들의 땅을 기업으로 누렸느
니라.

4 또 나는 남자들로 하여금 땅을
갈고, 온갖 ㄱ곡식과 각종 온갖 과일
을재배하게하였느니라.

5 나는 또 여자들로 하여금 길쌈
을 하며, 수고하며, 일하며, 온갖 세
마포와, 또한 각종 ㄱ옷감을 짜게 하
여, 우리가 우리의 벌거벗음을 가리
울 수 있게 하였나니, 이같이 우리는
이땅에서번영하였고－이리하여우
리는 이십이 년 동안 계속하여 평화
를누렸느니라.

6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ㄱ레이
맨왕이죽고, 그의아들이그를대신
하여 다스리기 시작하더니, 그가 나
의 백성을 거스려 모반하여 자기 백
성을 선동하기 시작한지라, 그러므
로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하
며, 나의 백성을 대적하여 싸우러 올
라오기시작하였느니라.

7 그러나 나는 그들의 준비를 알
아내어, 그들에게 대하여 방비하여
그들이 내 백성을 습격하여 멸하지
못하게 하고자, ㄱ셈론 땅 주위에 나
의정탐들을내보내두었었느니라.

8 그리고이렇게되었나니그들이
그들의 수많은 무리와 함께 샤일롬
땅 북방으로 올라왔으니, 곧 ㄱ활과

화살과 검과 신월도와 돌과 물매로
ㄴ무장을한자들이라. 그들은머리를
밀어 그 머리로 벗어지게 하였으며,
그허리에는가죽띠를둘렀더라.

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내
백성중에여자들과어린아이들을광
야에 숨게 하였고, 내가 또한 무기를
들 수 있는 나의 모든 늙은이들과 또
한능히무기를들수있는나의모든
젊은이들로하여금함께모여레이맨
인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가도록 하
되, 나는그들을각자그나이를따라
그들의대열에배치하였느니라.

10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
가 레이맨인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올라갔고, 나, 곧 나도 내 늙은 나이
에 레이맨인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올라갔느니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참으로주의 ㄱ힘을입고싸우
러올라갔느니라.

11 이제 레이맨인들은 주에 관하
여서나, 주의 힘에 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지라,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 자신의 힘에 의지하였더라. 그
럼에도 그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강
한백성이었느니라.

12 그들은 ㄱ거칠고, 흉포하며, 피
에 목마른 백성으로, 그들 조상의
ㄴ전통을믿었나니, 그전통은이것이
라－곧 믿기를 그들은 그들 조상의
죄악으로말미암아예루살렘땅에서
쫓겨났으며, 또 그들은 광야에서 그
형제들에게 불의를 당하였으며, 또

10 4ㄱ 모사 9:9.
5ㄱ 앨 1:29.
6ㄱ 모사 9:10~11; 24:3.

7ㄱ 모사 11:12.
8ㄱ 앨 3:4~5.
ㄴ 예이 1:8.

10ㄱ 안내신뢰.
12ㄱ 앨 17:14.

ㄴ 니후 5:1~3.



그들은 바다를 건너는 동안에도 불
의를당하였으며,

13 그리고 또 그들이 바다를 건넌
후, 그들은 그들의 ㄱ첫번 기업의 땅
에 있는 동안에도 불의를 당하였다
하는 것이니, 이는 다 니파이가 주의
계명을 지킴에 있어 더 충실하였던
연고라－그러므로 그가 주께 ㄴ은혜
를 입었었나니, 이는 주께서 그의 기
도를 들으시고 그에 응답하셨고, 그
는 광야에서 그들 여행의 인도자 노
릇을하였음이니라.

14 그러나 그의 형제들은 그에게
노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행하
심을 ㄱ깨닫지 못한 연고요, 또한 그
들은 물 위에서 그에게 ㄴ노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주를 대하여 그 마음을
완악하게한연고였음이라.

15 그리고 또 그들은 약속된 땅에
도착하였을 때 그에게 노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손에서 백성 ㄱ다스림을 빼앗았다 하
는 연고라, 이에 그들은 그를 죽이려
하였느니라.

16 그리고 또 그들은 그가 주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광야로 떠나며
놋쇠판에 새겨진 ㄱ기록들을 취한 까
닭에 그에게 노하였나니, 이는 그들
이말하기를그가우리의것을 ㄴ도적
질하였다하였음이라.

17 이같이 그들은 그 자녀들을 가
르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미워하
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살해

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서 탈취하고 약탈하며, 그들을 멸하
기위하여그들이할수있는모든일
을 다하게 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들
은 니파이의 자손들에 대한 영원한
증오를가지고있느니라.

18 바로이까닭에레이맨왕은그
의 간사함과 간교한 거짓과 그럴듯
한약속으로나를속여, 내가나의이
백성을 이 땅으로 인도해 올려 들이
도록 하였고, 그들을 멸하고자 하였
느니라. 참으로 우리는 이 여러 해를
이땅에서고생해왔느니라.

19 이에 이제 나 지니프는 레이맨
인들에 관하여 나의 백성에게 이 모
든것을일러주고나서, 나는그들에
게 주를 신뢰하고, 그들의 힘을 다해
가서 싸우도록 격려하였나니, 그러
므로 우리는 그들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싸웠느니라.

20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
가 우리 땅에서 그들을 다시 몰아 내
었으며, 그들을 크게 도륙하였으니,
그 수가 심히 많아 우리가 세지 아니
하였느니라.

2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
는 다시 우리 자신의 땅으로 돌아왔
으며, 나의 백성들은 다시 그들의 양
떼를 치며, 그들의 땅을 갈기 시작하
였느니라.

22 그리고 이제 내가 늙었으므로,
나의 아들 중 하나에게 나라를 넘겨
주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말

208모사이야서 10:13~22

13ㄱ 니전 18:23.
ㄴ 니전 17:35.

14ㄱ 니전 15:7~11.

ㄴ 니전 18:10~11.
15ㄱ 니후 5:3.
16ㄱ 니후 5:12.

ㄴ 앨 20: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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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하노라. 주께서 나의 백성
에게복을주실지로다. 아멘.

제 11 장

노아왕이간악하게다스림－그가자
기처첩들과더불어방탕한생활을즐
김－아빈아다이가 백성들이 속박되
리라고예언함－그의생명이노아왕
의찾는바가됨. 주전160~150년경.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지니프가
그의 아들 중 하나인 노아에게 나라
를 넘겨준지라, 그러므로 노아가 그
부친을대신하여다스리기시작하였
으나, 그가그부친의길로행하지아
니하니라.

2 이는 보라, 그가 하나님의 계명
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의 욕
망을 좇아 행하였음이라. 또 그는 많
은 처와 ㄱ첩을 두었고, 또 그는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며, 주의
보시기에 가증한 바를 ㄴ행하게 하였
나니, 참으로 그들은 ㄷ음행과 온갖
간악함을범하였더라.

3 또 그가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
의오분의일을세금으로부과하였으
니, 그들의 금과 그들의 은의 오분의
일과 그들의 ㄱ지프와 그들의 구리와
그들의 놋과 그들의 철의 오분의 일
과 그들의 가축의 오분의 일과 또한
그들의모든곡물의오분의일이라.

4 그리고 이 모두를 실로 그가 취

하여 자기와 자기의 처들과 자기의
첩들과 또한 자기의 제사들과 그들
의 처들과 그들의 첩들을 부양하였
나니, 이같이 그가 나라의 정사를 바
꾸었더라.

5 이는 그가 그의 부친에 의해 성
별되었던 모든 제사들을 폐하고, 그
들 대신에 마음의 교만으로 자고하
여진 자들 같은 새로운 자들을 성별
하였음이라.

6 참으로 이와 같이 그들의 게으
름과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음
행이, 노아 왕이 그의 백성에게 지운
세금으로 지원되었나니, 이리하여
실로 백성들은 죄악을 지원하기 위
하여심히일을많이하였더라.

7 그뿐 아니라 그들도 또한 우상
을 섬기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왕
과 제사들의 헛되고 아첨하는 말에
속은 까닭이라. 이는 그들이 참으로
그들에게 아첨이 되는 것들을 이야
기하였음이라.

8 또 이렇게 되었나니 노아 왕이
우아하고 넓은 건물을 많이 짓고, 나
무와온갖귀한것과, 금과은과철과
놋과 지프와 구리의 세공으로 그것
들을꾸몄으며,

9 그리고 그가 또한 자기를 위하
여넓은궁궐을짓고, 그가운데보좌
를 만들었으니 이 모두는 좋은 목재
로 되었고 금과 은과 귀한 것으로 꾸
몄더라.

10 그리고 그가 또한 자기의 장인

11 2ㄱ 야곱 3:5.
ㄴ 왕상 14:15~16; 

모사 29:31.

ㄷ 니후 28:15.
3ㄱ 히브관련어: 형용사

“빛난”; 동사“도금하다

또는 금속으로 덮다.”



들로 하여금 성전 경내에서, 좋은 목
재와, 구리와, 놋으로 온갖 세공일을
하게하였더라.

11 그리고 대제사들을 위하여 구
별해 놓은 좌석들은, 다른 모든 좌석
들보다 위에 있었는데 그가 순금으
로꾸몄고, 또그것들앞에흉벽을쌓
게 하여, 그들이 그의 백성들에게 거
짓되고 헛된 말을 하는 동안, 그들의
육신과 그들의 팔을 그 위에 편히 두
도록하였더라.

12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성전
가까이에 ㄱ망대를하나세웠으니, 참
으로 대단히 높은 망대라. 어찌 높은
지 그가 그 꼭대기에 서서 샤일롬 땅
과 또한 레이맨인들이 차지하고 있
는 셈론 땅을 내려다볼 수 있었으며,
심지어 그가 주변의 모든 땅을 살펴
볼수도있었더라.

13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샤일
롬이라 하는 땅에 많은 건물을 짓게
하였고, 샤일롬이라 하는 땅 북쪽 언
덕에 큰 망대를 세우게 하였으니, 이
곳은 니파이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도망하여 나갈 때 그들을 위한 피난
처가 되었던 곳이라. 그가 자기의 백
성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얻은 재물
로이같이행하였더라.

14 또이렇게되었나니그가그마
음을그의재물에두었고, 또그처들
과 첩들과 더불어 방탕한 생활로 그
의 시간을 보내었으며, 그의 제사들
도 그같이 창녀들과 더불어 그들의
시간을보내었더라.

15 또이렇게되었나니그가이땅
도처에 포도원을 세웠고, 또 그가 포
도주 틀을 짓고 포도주를 풍부히 제
조하였나니, 그러므로 그와 또한 그
의백성이 ㄱ술꾼이되었느니라.

16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
맨인들이들어와그의백성을습격하
기 시작하되, 소수를 습격하여, 그들
이양떼를치고있는동안그들의들
에서그들을죽이기시작하였더라.

17 이에 노아 왕이 이 땅 주위로
수비대를 보내어 저들을 막게 하였
으나 그가 충분한 수를 보내지 아니
한지라, 레이맨인들이 그들을 습격
하여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양 떼를
많이 이 땅에서 몰아가니라. 이와 같
이 레이맨인들이 그들을 죽이며, 저
들의 증오심을 그들에게 행사하기
시작하였느니라.

1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노아 왕
이 그의 군대를 보내어 저들을 대적
하게 하매, 저들이 잠시 밀려나니 곧
그들이 잠시 저들을 몰아낸지라, 그
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탈취물을 기
뻐하며돌아왔더라.

19 이에이제이큰승리로인하여
그들이 그 마음의 교만으로 자고하
여졌나니, 그들이 그들 스스로의 힘
을 ㄱ자랑하여, 그들의오십이레이맨
인 수천을 당해낼 수 있다고 말하며,
이같이 그들이 자랑하며 피를 기뻐
하며 그들 형제들의 피 흘리기를 기
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왕과 제사
들의간악함으로인함이었더라.

210모사이야서 11:11~19

12ㄱ 모사 19:5~6. 15ㄱ 안내지혜의 말씀. 19ㄱ 교성 3:4. 안내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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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
가운데 그 이름이 ㄱ아빈아다이라 하
는한사람이있더니, 그가그들중에
나아가 예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보라,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시며 이
같이 그가 나를 명하셨느니라 이르
시되, 나아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같이주께서말씀하신다하라－이
백성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내가 그
들의 가증함과 그들의 간악함과 그
들의 음행을 보았음이니, 그들이 회
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분노 중에
그들을벌하리라.

21 또 그들이 회개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보
라, 내가그들을그원수들의손에붙
이리니, 참으로그들이 ㄱ속박에들게
될 것이며, 그들은 그 원수들의 손에
고난을당하리라.

22 그리한즉 이렇게 되리니 그들
이나는주그들의하나님이요, 내백
성의 죄악을 벌하는 ㄱ질투하는 하나
님인줄알리라.

23 또이렇게되리니이백성이회
개하고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이
키지 아니할진대, 그들은 속박에 들
게될것이요, 주곧전능한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그들을 건져 내지
못하리라.

24 그뿐 아니라 이렇게 되리니 그
들이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 듣기를 ㄱ더디 할 것이요,

또한 내가 그들로 그 원수들에게 매
맞도록버려두리라.

25 또그들이굵은베와재가운데
서 회개하며, 주 그들의 하나님께 간
절히 부르짖지 아니할진대, 내가 그
들의 기도를 ㄱ듣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을 그 고난에서 건져 내지도 아
니하리라.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시
며, 이같이 그가 나를 명하셨느니라
하니라.

26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아빈아
다이가 이러한 말을 그들에게 하였
을 때 그들이 그에게 노하여 그의 목
숨을 빼앗고자 하였으나, 주께서 그
를그들의손에서건져내시니라.

27 이제 노아 왕이 아빈아다이가
백성들에게 한 말을 들었을 때, 그도
역시 노하였나니, 그가 이르되, 아빈
아다이가 누구이기에 나와 내 백성
이 그에게 판단을 받아야 하리요, 아
니면 ㄱ주가 누구이기에 내 백성에게
그러한큰고난을가져오겠느냐?

28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아빈
아다이를 이리로 데려오라, 내가 그
를죽이리니, 이는그가내백성을선
동하여 서로 분노하게 하고, 내 백성
가운데 다툼을 일으키고자 이러한
것을 말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
가그를죽이리라하니라.

29 이제 백성들의 눈이 ㄱ멀었나
니, 그러므로 그들이 아빈아다이의
말에대하여그마음을 ㄴ완악하게하

20ㄱ 안내아빈아다이.
21ㄱ 모사 12:2; 20:21;

21:13~15; 23:21~23.
22ㄱ 출 20:5; 신 6:15; 

모사 13:13.
24ㄱ 미 3:4; 모사 21:15.
25ㄱ 사 1:15; 59:2.
27ㄱ 출 5:2; 모사 12:13.

29ㄱ 모세 4:4.
ㄴ 앨 33:20; 

이더 11:13.



였고, 그들이 그때로부터 그를 잡고
자하니라. 또노아왕은주의말씀에
대하여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고,
자기의 악한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
하였더라.

제 12 장

아빈아다이가 백성들의 멸망과 노아
왕의죽음을예언하였다는이유로옥
에갇힘－거짓제사들이경전을인용
하며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주장
함－아빈아다이가 그들에게 십계명
을가르치기시작함. 주전148년경.

그리고이렇게 되었나니 이 년 후에
아빈아다이가변장하고그들가운데
오매, 그들이그를알지못하더니, 그
들 가운데서 예언하기 시작하여 이
르되, 이같이 주께서 내게 명하셨느
니라 이르시되－아빈아다이야, 가서
나의 이 백성에게 예언하라, 이는 그
들이 내 말에 대하여 그 마음을 완악
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악행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러므로 내가 나의 분노 중에 그들을
ㄱ벌하리라, 참으로나의맹렬한노여
움 중에 내가 그들의 죄악과 가증함
으로인하여그들을벌하리라.

2 참으로 이 세대에게 화 있을진
저! 또주께서내게이르시되네손을

내뻗고 예언하라 이르기를,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 세대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ㄱ속박에 들
게 될 것이요, ㄴ뺨을 맞게 될 것이며,
그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쫓길 것이
며 또 죽임을 당하리니, 공중의 독수
리들과 개들과 또한 들짐승들이 그
들의살을먹으리라.

3 또이렇게되리니노아왕의 ㄱ목
숨은 뜨거운 ㄴ풀무 속의 옷같이 값
매겨질 것이라. 이로써 그는 내가 주
인줄알게될것임이니라.

4 또 이렇게 되리니 내가 심한 고
난으로, 참으로기근과 ㄱ역병으로나
의 이 백성을 칠 것이며, 또 내가 그
들로온종일ㄴ애곡하게하리라.

5 참으로 그뿐 아니라 내가 그들
로 그 등에 ㄱ짐을 매게 하리니, 그들
이 말 못하는 나귀처럼 앞에 내몰림
을당하게될것이라.

6 또 이렇게 되리니 내가 그들 중
에 우박을 보내리니, 그것이 그들을
칠 것이며, 그들은 또한 ㄱ동풍으로
치심을 입을 것이며, ㄴ곤충이 또한
그들의 땅을 괴롭히며 그들의 곡식
을삼킬것이라.

7 또 그들은 심한 역병으로 치심
을 입으리니－그들의 ㄱ죄악과 가증
함으로 인하여 이 모두를 내가 행할
것이라.

8 또 이렇게 되리니 그들이 회개

212모사이야서 12:1~8

12 1ㄱ 사 65:6.
2ㄱ 모사 11:21; 

20:21; 
21:13~15; 
23:21~23.

ㄴ 모사 21:3~4.

3ㄱ 모사 12:10.
ㄴ 모사 19:20.

4ㄱ 교성 97:26.
ㄴ 모사 21:9~10.

5ㄱ 모사 21:3.
6ㄱ 렘 18:17; 

모사 7:31.
ㄴ 출 10:1~12.

7ㄱ 교성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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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을 지면에
서 온전히 ㄱ멸하여 버릴 것이라. 그
러나 그들로 한 ㄴ기록을 그들 뒤에
남기게 하리니, 이 땅을 차지할 다른
국민들을 위하여 내가 그것들을 보
전하리라. 참으로 이를 내가 행할 것
은 내가 이 백성의 가증함을 다른 국
민들에게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 백성들에 대
해 실로 많은 것을 아빈아다이가 예
언하였더라.

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이에 그들이 그를
잡아 결박하고 그를 왕 앞으로 끌고
가서왕에게이르되, 보소서, 왕의백
성에 관하여 화를 예언하였고 또 하
나님이 저들을 멸하리라 하는 자를
왕의앞에끌어왔나이다.

10 또한 그가 왕의 생명에 관하여
서도 화를 예언하며 말하기를, 왕의
목숨이 불의 풀무 속에 든 옷과 같으
리라하나이다.

11 그리고 또 그가 말하기를 왕이
줄기같이, 곧 짐승들이 그 위로 달리
며 발 아래 짓밟는 들판의 마른 줄기
같이되리라하나이다.

12 그리고 또 그가 말하기를 왕이
엉겅퀴의 꽃 같으리니, 그것이 무르
익었을 때 바람이 불면 그것이 땅 위
에 불려다닌다 하며, 그가 주장하기
를 주께서 이를 말씀하셨다 하며, 또
그가 말하기를 왕이 회개하지 아니
할진대, 이 모두가 왕에게 임하리니
이는 왕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하나

이다.
13 또 이제 왕이시여, 왕이 무슨

큰 악을 행하였기에 또는 왕의 백성
이 무슨 큰 죄를 범하였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정죄를 받거나 또는 이 사
람에게판단을받아야하리이까?

14 이에이제왕이시여, 보소서, 우
리가 무죄하고, 왕이시여 왕도 죄를
범하지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이
사람이왕께관하여거짓을말하였고
그는헛되이예언하였나이다.

15 또보소서, 우리는강하온즉우
리가 속박에 들게 되거나, 우리 원수
들에게 사로잡힌 바 되지 아니하리
이다. 그뿐 아니라 왕은 이제까지 이
땅에서 번영하였나니, 앞으로도 왕
은번영하리이다.

16 보소서, 여기그사람이있사온
즉 우리가 그를 왕의 손에 넘기오니,
왕은 왕이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그
에게행하소서하니라.

1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노아 왕
이 아빈아다이를 옥에 던져 넣게 하
고, 명하여 ㄱ제사들을 함께 모이게
하니 이는 그를 어떻게 할지 그들과
회의를가지려함이었더라.

1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왕에게 이르되, 그를 이리로 데려와
우리로 그를 심문하게 하소서 한지
라, 왕이명하여그를그들앞에데려
오게하더라.

19 이에 그들이 그를 심문하기 시
작하였으니, 이는 그를 책잡아 그로
말미암아 그를 고소할 구실을 얻고

8ㄱ 앨 45:9~14. ㄴ 몰 8:14~16. 17ㄱ 모사 11:11.



자 함이었더라. 그러나 그가 담대히
그들에게 대답하고, 그들의 모든 질
문을 물리쳐 참으로 그들을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들의 모든 심
문에있어그들을 ㄱ대적하고, 그들의
모든 말에 있어 그들을 파하였음이
더라.

2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 중
하나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 조상들
이 가르친 바 기록된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 일렀으되,

21 ㄱ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
를 공포하며, 선한 일의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
하신다 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서 어
찌그리아름다운고.

22 너의 파수꾼들이 소리를 높이
며 소리를 합하여 그들이 노래하리
니, 이는주께서시온을다시데려오
실 때에 그들의 눈과 눈이 마주 봄이
로다.

23 소리 높여 기뻐할지어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께 노
래할지어다. 이는 주께서 그의 백성
을 위로하셨고, 그가 예루살렘을 구
속하셨음이라.

24 주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ㄱ팔을드러내셨으니, 땅의모
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
로다하였느니라.

25 이에 이제 아빈아다이가 그들
에게 이르되, 너희가 ㄱ제사로서 이

백성을 가르치며 예언하는 영을 깨
닫는다 주장하면서, 오히려 나에게
이러한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자하느냐?

2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의
길을 굽게 함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이는 혹 너희가 이
러한 것을 깨닫고 있다 하여도 너희
가 이를 가르치지 아니하였음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주의 길을 굽게 하
였느니라.

27 너희가 ㄱ깨닫고자너희마음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지혜롭지 못하였느니라. 그
런즉 너희는 이 백성에게 무엇을 가
르치느냐?

28 이에그들이이르되, 우리는모
세의율법을가르치노라.

29 다시그가그들에게이르되, 너
희가 모세의 ㄱ율법을 가르칠진대 어
찌하여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재물에 너희 마음
을 두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ㄴ음행
을 범하며 창기들과 더불어 너희 힘
을 소비하며, 더욱이 이 백성으로 죄
를 범하게 하여 주로 하여금 나를 보
내사, 이 백성에 대하여 예언하되 참
으로 이 백성에 대하여 큰 재앙을 예
언하게하실까닭이있게하였느냐?

30 너희는 내가 진실을 말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참으로 너희는 내가
진실을 말하는 줄 아나니, 너희는 하
나님앞에떨어야마땅하니라.

214모사이야서 12:20~30

19ㄱ 교성 100:5~6.
21ㄱ 사 52:7~10; 

나 1:15.

24ㄱ 니전 22:11.
25ㄱ 모사 11:5.
27ㄱ 안내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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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안내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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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또 이렇게 되리니 너희의 죄악
으로 인하여 너희가 치심을 입을 것
이라, 이는 너희 말에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친다 하였음이거니와,
너희는 모세의 율법에 관하여 무엇
을 알고 있느냐? ㄱ구원이 모세의 율
법으로 말미암아 오느냐 너희는 무
엇이라하느냐?

32 이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구원이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하니라.

33 그러나 이제 아빈아다이가 그
들에게 이르되, 내가 알거니와 너희
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구원받
으리라. 참으로너희가주께서 ㄱ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베푸신 계명을 지
키면그러하리라이르시되,

34 ㄱ나는너를애굽땅에서, 종되
었던 집에서 ㄴ인도하여 낸 주 너의
하나님이로라.

35 너는 내 앞에 ㄱ다른 신을 네게
있게말지니라.

36 너는너를위하여아무새긴형
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아무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들
의 아무 모양이든지 만들지 말라 하
셨느니라.

37 이제 아빈아다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모두를 행하였느
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
라, 너희는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너희는 이 백성을 ㄱ가르쳐 이 모

든 일을 행하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
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는 그렇
게하지아니하였느니라.

제 13 장

아빈아다이가하나님의권능으로보
호됨－그가 십계명을 가르침－구원
은 모세의 율법만으로는 오지 아니
함－하나님께서친히속죄를행하시
고 그의 백성을 구속하실 것임. 주전
148년.

이에이제 왕이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그가그의제사들에게이르되, 이
자를 끌어내어 죽이라. 그가 미쳤거
늘 우리가 그와 상관할 것이 무엇이
냐하더라.

2 이에 그들이 나서서 그에게 손
을 대려 하였으나, 그가 그들을 막으
며그들에게이르되,

3 나를 다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만일 내게 너희 손을 대면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것임이라. 이는 주께서
나를 보내사 전하게 하신 전갈을 내
가 아직 전하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나에게 말하도록 ㄱ요구한 바도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은
즉,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이 시간
에 멸망당하도록 버려 두지 아니하
실것임이니라.

4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31ㄱ 모사 3:15; 13:27~32; 
앨 25:16.

33ㄱ 출 19:9, 16~20; 
모사 13:5.

34ㄱ 출 20:2~4.
ㄴ 출 12:51; 

니전 17:40; 
모사 7:19.

35ㄱ 호 13:4. 
안내우상 숭배.

37ㄱ 모사 13:25~26.
13 3ㄱ 모사 12:20~24.



명하신 명령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
리니,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고하였
음으로 인하여 너희는 내게 노하였
으며,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
였음으로 인하여 너희는 나를 미쳤
다고판단하였도다.

5 이제이렇게되었나니아빈아다
이가이러한말을하고난후노아왕
의 백성들이 감히 그에게 그 손을 대
려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의위에있어, 실로모세의얼굴이시
내 산에 있는 동안 주와 말씀할 동안
그러하였던 것같이, 그의 얼굴에서
심히밝은ㄱ광채가났음이라.

6 또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ㄱ권능
과 권세로 말하였나니, 그가 그의 말
을계속하여이르되,

7 너희에게 나를 죽일 능력이 없
음을 너희가 알았으니, 그러므로 내
가전할말을다마치리라. 또한내가
너희의죄악에관하여진실을너희에
게 고하는 까닭에 그것이 너희 마음
을ㄱ가르는듯한줄내가알겠노라.

8 더욱이 내 말이 너희를 경이와
놀라움으로, 그리고 분노로 가득하
게하는도다.

9 그러나 내가 전해야 할 말을 내
가다마치리니, 그러고나서만일내
가 구원을 받았을진대, 내가 어디로
가든지상관이없도다.

10 그러나 이만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로 너희가 나에게 행
하는 것이 장차 올 일의 ㄱ예표와 그

림자가되리라.
11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ㄱ계명의 나머지를 너희에게 읽어 주
리니, 이는 내가 보건대 그러한 것들
이 너희 마음에 기록되지 아니하였
음이라. 내가 보건대 너희는 너희 생
의 대부분 동안 죄악을 연구하고 가
르쳐왔도다.

12 그러면이제, 너희는내가너희
에게 이른 것을 기억하고 있나니, 곧
너는 너를 위하여 아무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
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
래 물 속에 있는 것들의 아무 모양이
든지만들지말라.

13 그리고 또 너는 그것들에 절하
지말며, 그것들을섬기지말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
님인즉, 조상들의 죄악을 자손들에
게 갚되,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삼사
대에이르게하거니와,

14 또나를사랑하고내계명을지
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
까지자비를보임이니라.

15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주는 그의 이
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여기지아니할것임이니라.

16 ㄱ안식일을기억하여거룩히지
키라.

17 엿새 동안은 네가 힘써, 네 모
든일을행할것이나,

18 제칠일, 주너의하나님의안식

216모사이야서 13:5~18

5ㄱ 출 34:29~35.
6ㄱ 안내권능.
7ㄱ 니전 16:2.

10ㄱ 모사 17:13~19; 
앨 25:10.

11ㄱ 출 20:1~17.

16ㄱ 안내안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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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남종이나, 네여종이나, 네육축이
나, 네문안에유하는네객이라도아
무일도하지말라.

19 이는 ㄱ엿새 동안 주가 하늘과
땅과바다와, 그가운데있는모든것
을 만들었음이라. 그런즉 주가 안식
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20 네 부모를 ㄱ공경하라. 그리하
면 주 너의 하나님이 네게 주는 땅에
서네날이길것이니라.

21 너는ㄱ살인하지말지니라.
22 너는 ㄱ간음하지 말지니라. 너

는ㄴ도적질하지말지니라.
23 너는 네 이웃에 대하여 ㄱ거짓

증거하지말지니라.
24 너는 네 이웃의 집을 ㄱ탐내지

말지니, 너는네이웃의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여종이나, 그의소나,
그의나귀나, 무릇네이웃의것을무
엇이든지탐내지말지니라.

2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아빈
아다이가 이러한 말하기를 마친 후
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
들을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준행하여 이 계명들을 지키게
하였느냐?

2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
라. 이는 만일 너희가 그리하였더라

면, 주께서 나로 하여금 나아와서 이
백성에 관하여 화를 예언하게 하지
아니하셨을것임이라.

27 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구원
이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
하였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직은 너희가 모세의 ㄱ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
에게 이르노니, 모세의 율법을 지키
는 것이 ㄴ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할
때가오리라.

28 그리고 더욱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ㄱ구원이 ㄴ율법만으로는
오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친히 자
기 백성의 죄와 악을 위하여 행하실
ㄷ속죄가 아닐진대, 모세의 율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가피하게 멸망
하지않을수없느니라.

29 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 율법, 곧
참으로 심히 ㄱ엄격한 율법이 주어져
야 할 필요가 있었나니, 이는 그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서, 악을 행하
기에는 ㄴ빠르나, 주그들의하나님을
기억하기는더디하였음이라.

30 그러므로 한 ㄱ율법이 그들에
게 주어졌었나니, 참으로 의례와
ㄴ의식의 율법이요, 그들이 매일 엄
격히 ㄷ지켜야 하는 율법이라, 그들
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에 대한 그들

19ㄱ 창 1:31.
20ㄱ 막 7:10.
21ㄱ 마 5:21~22; 교성 42:18.

안내살인하다.
22ㄱ 안내간음.

ㄴ 안내훔치다, 훔침.
23ㄱ 잠 24:28. 

안내거짓말 함.
24ㄱ 안내탐내다.
27ㄱ 안내모세의 율법.

ㄴ 3니 9:19~20; 15:4~5.
28ㄱ 갈 2:16. 안내구속하다,

구속받은, 구속; 구원.
ㄴ 갈 2:21; 모사 3:14~15;

앨 25:15~16.
ㄷ 안내속죄하다, 속죄.

29ㄱ 수 1:7~8.
ㄴ 앨 46:8.

30ㄱ 출 20.
ㄴ 안내성임.
ㄷ 야곱 4:5.



의 임무를 늘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
었느니라.

31 그러나보라, 내가너희에게이
르노니, 이러한모든것은장차올일
의ㄱ예표였느니라.

32 그러하거늘 이제, 그들이 율법
을 깨달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아니라, 그들이모두율법을깨
닫지는 못하였고, 이것은 그들 마음
의 완악함으로 인함이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구속을 통하지 ㄱ아니하고
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그들
이깨닫지못하였음이니라.

33 대저보라, 모세가그들에게메
시야의 오심에 관하여와, 또 하나님
께서 그의 백성을 구속하시리라는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뿐
아니라 참으로 세상이 시작된 이래
로 예언하였던 ㄱ모든 선지자들－그
들이 이러한 일에 관하여 많든 적든
말하지아니하였느냐?

34 그들이말하기를 ㄱ하나님이친
히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내려오사,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능하신 권
능으로 지면 위에 나아가시리라 하
지아니하였느냐?

35 참으로 이뿐 아니라 그들이 또
한말하기를그가죽은자의 ㄱ부활을
가져오실 것이며, 그가 친히 학대를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제 14 장

이사야가 메시야처럼 말함－메시야
의 굴욕과 고난이 진술됨－그가 자
기 영혼을 죄를 위한 제물로 삼으시
고범법자들을위해중재하심－이사
야53장과비교하라. 주전148년경.

참으로 이사야도 말하지 아니하느
냐.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었으며
누구에게주의팔이나타났느냐?

2 이는 그가 그의 앞에서 자라나
기를연한풀같고, 마른땅에서나오
는 뿌리 같을 것임이라. 그는 모양도
없으며 고운 용모도 없으니, 우리가
그를 보게 될 때에 우리가 그를 흠모
할만한아름다움이없도다.

3 그는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나니, 슬픔의 사람이요, 비
애를 아는 자라. 우리는 이를테면 우
리의 얼굴을 그에게서 가리었나니,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여기지아니하였도다.

4 실로그는우리의ㄱ비애를ㄴ담당
하였고, 우리의 슬픔을 졌거늘, 우리
는그가하나님에게징벌을받아맞으
며, 고난을당하는줄로여겼도다.

5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ㄱ범법으로인함이요, 그가상
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우
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임

218모사이야서 13:31~14:5

31ㄱ 모사 16:14; 
앨 25:15. 
안내상징주의.

32ㄱ 니후 25:23~25.
33ㄱ 니전 10:5; 

야곱 4:4; 7:11.

34ㄱ 모사 7:27; 15:1~3. 
안내하나님, 신회.

35ㄱ 사 26:19; 
니후 2:8.

14 4ㄱ 마 8:17.
ㄴ 앨 7:11~12.

5ㄱ 모사 15:9; 
앨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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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가ㄴ나음을입었도다.

6 우리는 모두 ㄱ양같이 그릇 행하
였으며, 우리는다각기제길로돌이
켰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
을그에게지우셨도다.

7 그가 학대를 받고 고난을 당하
였으나 ㄱ그입을열지아니하였나니,
마치 도살당하러 끌려가는 ㄴ어린 양
같이그가끌려가되, 양이그털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같이 그가 그 입
을열지아니하였도다.

8 그가 옥에서와 또 심판에서 취
함을 입었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
포하리요? 이는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졌음이라.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그가징벌을받았도다.

9 또 그가 그 무덤을 악인과 함께
하였고, 그 죽은 후에 ㄱ부자와 함께
하였나니, 이는 그가 ㄴ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아무 거짓도 없
었음으로인함이라.

10 그럼에도 주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기뻐하사, 그로 비통
함을 당하게 하셨은즉, 주께서 그의
영혼을 죄를 위한 제물로 삼으실 때
그가 그 ㄱ씨를 보게 될 것이요, 그가
그의날을길게할것이며, 주께서기
뻐하시는 바가 그의 손에서 번성하

리로다.
11 그가자기영혼의수고를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 지식으로
나의 의로운 종이 많은 자를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ㄱ담당할것임이라.

12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
와함께분깃을얻게하며, 그로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
니, 이는그가자기영혼을쏟아내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범법자들과 함
께 헤아림을 받았으며,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며 범법자들을 위하여
ㄱ중재하였음이니라.

제 15 장

그리스도가아버지요아들이되는까
닭－그가중재를행하시고자기백성
의범법을담당하실것임－그들과모
든거룩한선지자들이그의자손임－
그가 부활을 가져오심－어린아이들
은영생을가짐. 주전148년경.

그리고이제아빈아다이가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ㄱ하나님이친히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내려오사, 자기 백성
을 ㄴ구속하시리라는 것을 너희가 깨
닫기바라노라.

5ㄴ 벧전 2:24~25.
6ㄱ 마 9:36; 

니후 28:14; 
앨 5:37.

7ㄱ 막 15:3. 
안내예수 그리스도.

ㄴ 안내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9ㄱ 마 27:57~60; 
막 15:27, 43~46. 
안내요셉, 아리마대의.

ㄴ 요 19:4.
10ㄱ 모사 15:10~13.
11ㄱ 레 16:21~22; 

벧전 3:18; 
교성 19:16~19.

12ㄱ 니후 2:9; 
모사 15:8; 
모로 7:27~28.

15 1ㄱ 딤전 3:16; 
모사 13:33~34. 
안내예수 그리스도.

ㄴ 안내구속하다,
구속받은, 구속.



2 그가 육체 가운데 ㄱ거하심으로
인하여하나님의아들이라일컬음을
받을것이며, 육체를 ㄴ아버지의뜻에
복종시키셨음으로, 아버지요 아들이
되시니－

3 아버지인 것은, ㄱ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ㄴ잉태되었음으로 인함이
요. 아들인것은육체로인함이라. 이
리하여아버지요아들이되시나니－

4 또그들은 ㄱ한하나님이시라, 참
으로 바로 하늘과 땅의 ㄴ영원하신
ㄷ아버지시니라.

5 또 이와 같이 육신이 영에게, 곧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하여 한 하나
님이되사, 유혹을 ㄱ받으시나유혹에
굴하지아니하시며, 조롱받음과 ㄴ채
찍질 당함과 쫓겨남과 자기 백성에
게ㄷ버림당함을참으시느니라.

6 그리고 이 모든 일 후에,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능하신 기적을 많이
행하신후에, 참으로 ㄱ이사야가말한
것같이 그가 끌려가시리니, 양이 그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같이 그
가그입을 ㄴ열지아니하였도다.

7 참으로 이와 같이 그가 끌려 가
사, 십자가에 ㄱ못 박히시고 죽임을
당하시리니, 육체는 참으로 죽기까

지복종하며, 아들의 ㄴ뜻은아버지의
뜻안에삼키운바되리로다.

8 이같이 하여 하나님은 사망의
ㄱ줄을 끊으시고, 사망을 이기고 ㄴ승
리를 얻으사, 아들에게 사람의 자녀
들을 위해 ㄷ중재할 권능을 주시나
니－

9 그는 하늘에 오르사 자비의 심
정을 지니시고, 사람의 자녀들에 대
한 긍휼로 충만하사, 그들과 공의의
사이에 서시고 사망의 줄을 끊으시
고,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범법을
ㄱ친히 짊어지시고, 그들을 구속하사
공의의요구를ㄴ충족시키셨느니라.

10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
겠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그의 영혼이 죄를 위한 제물
이 되었을 때에 그가 그의 ㄱ씨를 볼
지니라. 그러면 이제 너희가 무엇이
라 하겠느냐? 누가 그의 씨가 되겠
느냐?

11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선지자들 참으로 주의 오
심에관하여예언한모든거룩한 ㄱ선
지자들의 말씀을 들은 자－내가 너
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의 말에 귀를

220모사이야서 15:2~11

2ㄱ 모사 3:5; 7:27; 
앨 7:9~13.

ㄴ 사 64:8; 
요 10:30; 14:8~10; 
모사 5:7; 
앨 11:38~39; 이더 3:14.

3ㄱ 교성 93:4.
ㄴ 눅 1:31~33; 모사 3:8~9;

앨 7:10; 3니 1:14.
4ㄱ 신 6:4; 요 17:20~23.

안내하나님, 신회.

ㄴ 앨 11:39.
ㄷ 모사 3:8; 힐 14:12; 

3니 9:15; 이더 4:7.
5ㄱ 눅 4:2; 히 4:14~15.
ㄴ 요 19:1.
ㄷ 막 8:31; 눅 17:25.

6ㄱ 사 53:7.
ㄴ 눅 23:9; 요 19:9; 

모사 14:7.
7ㄱ 안내십자가에 달림.
ㄴ 눅 22:42; 요 6:38; 

3니 11:11.
8ㄱ 모사 16:7; 앨 22:14.
ㄴ 호 13:14; 

고전 15:55~57.
ㄷ 니후 2:9.

9ㄱ 사 53; 모사 14:5~12.
ㄴ 안내속죄하다, 속죄.

10ㄱ 사 53:10; 
모사 5:7; 27:25; 
모로 7:19.

11ㄱ 교성 84: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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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이고, 주께서 그 백성을 구속하
실것을믿으며, 그들의죄사함을위
해그날을고대한자들모두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들이 그의 씨
라, 달리 말하자면 이들이 하나님의
ㄴ왕국의상속자들이니라.

12 이는 바로 이들의 죄를 ㄱ그가
담당하셨음이요, 바로 이들을 위하
여 그가 죽으사 그들을 그들의 범법
으로부터 구속하고자 하셨음이니,
이제그들이그의씨가아니겠느냐?

13 이뿐아니라그입을열어예언
하며, 범법에 빠지지 아니한 모든 선
지자들,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의 모
든 거룩한 선지자들이 그의 씨가 아
니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
은그의씨니라.

14 또 이들은 평화를 ㄱ공포한 자
들이요, 선한 것의 좋은 소식을 가져
온 자들이요, 구원을 공포하고 시온
에게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
신다라고한자들이라.

15 오그들의발이산위에서어찌
그리아름다웠던고!

16 또 아직도 평화를 공포하고 있
는 자들의 발이 산 위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17 그리고 또 이후로 참으로 이때
로부터 영원을 두고 평화를 공포할
자들의 발이 산 위에서 어찌 그리 아
름다운고!

18 또보라, 내가너희에게이르노
니, 이것이 모두가 아니라.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시는 이시요, ㄱ화평을
세우신 이 곧 참으로 자기 백성을 구
속하신 주시요, 자기 백성에게 구원
을 주신 이의 ㄴ발이 산 위에서 어찌
그리아름다운고.

19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바세상의 ㄱ기초가놓이던때
로부터 예비된 구속이 아니었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아
니었다면 모든 인류는 반드시 ㄴ멸망
하였을것임이라.

20 그러나보라, 사망의줄이끊어
질 것이요, 아들이 다스리시며 죽은
자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셨나니, 그
러므로 그가 죽은 자의 부활을 이루
시느니라.

21 이에부활, 곧 ㄱ첫째부활이오
나니, 참으로 이제까지 있었던 자들
과 지금 있는 자들과 장차 곧 그리스
도의 부활의 때까지 있을 자들의 부
활이라－그리스도라함은그렇게그
가칭함을받으시겠음이라.

22 또 이제 모든 선지자들의 부활
이니, 그들의 말을 믿은 모든 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모든 자들
이 첫째 부활에 나아오리라. 그러므
로그들은첫째부활이니라.

23 그들은 일으킴을 받아 그들을
구속하신 하나님과 함께 ㄱ거하게 되

11ㄴ 안내하나님의 왕국 또는
천국; 구원.

12ㄱ 모사 14:12; 
앨 7:13; 11:40~41.

14ㄱ 사 52:7; 롬 10:15; 
니전 13:37; 

모사 12:21~24. 
선교 사업.

18ㄱ 요 16:33. 안내평화.
ㄴ 3니 20:40; 

교성 128:19.
19ㄱ 모사 4:6.

ㄴ 니후 9:6~13.
21ㄱ 앨 40:16~21.
23ㄱ 시 24:3~4; 

니전 15:33~36; 
교성 76:50~70.



나니, 이리하여 그들은 사망의 줄을
ㄴ끊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갖느니라.

24 또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
는 자들이요. 이들은 그리스도가 오
시기 전에 ㄱ구원이 그들에게 선포되
지 아니하여 무지한 가운데 죽은 자
들이라. 그리하여 주께서 이들의 회
복을 이루시나니, 이에 그들이 주께
구속함을 받아 첫째 부활에 참여하
며곧영생을얻느니라.

25 그리고 ㄱ어린아이들이또한영
생을갖느니라.

26 그러나 보라, 그리고 ㄱ두려워
하며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이는 너
희가 떨어야 마땅함이니, 주께서는
그를 ㄴ거역하고 자기 죄 가운데서
ㄷ죽는 그러한 자들을 아무도 구속하
지 아니하심이라. 참으로 곧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기 죄 가운데 멸망
한 자, 하나님을 고의로 거역한 자,
하나님의 계명을 알면서도 그를 지
키려 하지 아니한 모든 자니, ㄹ이들
이첫째부활에 ㅁ참여하지못하는자
들이니라.

27 그러므로 너희가 떨어야 마땅
하지 아니하냐? 이는 구원이 그러한
자에게 오지 아니함이니, 이는 주께
서 그러한 자를 구속하지 아니하셨
음이라. 그뿐 아니라 주께서 그러한
자를 구속하실 수도 없으시니, 이는

그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음이요,
공의가 그 요구를 가질 때 ㄱ공의를
부인할수없으심이니라.

28 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주의 구원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ㄱ선포될 때가 이르
리라.

29 그러하오이다주여, 주의ㄱ파수
꾼들이그소리를높이며소리를함께
하여 그들이 노래하오리니, 이는 주
께서시온을다시데려오실때에그들
의눈이마주볼것임이니이다.

30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
이여, 소리 높여 기뻐할지어다,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주께서 자기 백
성을위로하시고예루살렘을구속하
셨음이라.

31 주께서 만국의 눈에 그 거룩한
팔을 드러내셨으니, 땅의 모든 끝이
우리하나님의구원을보리로다.

제 16 장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 잃어버린 바
되고타락된상태로부터구속하심－
육에 속한 자들은 여전히 마치 구속
이없는것과같음－그리스도께서는
끝없는 생명에 또는 끝없는 저주에
이르게 하는 부활을 가져오심. 주전
148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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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ㄴ 안내사망, 육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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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성 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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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아빈
아다이가 이러한 말을 하고 나서 그
의 손을 내밀고 이르되, 만인이 주의
ㄱ구원을 보게 될 때가 이르리니, 그
때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이 눈과 눈을 마주하고 보며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심판이 공의로우시다
ㄴ인정할것이요,

2 또그때악인들이 ㄱ쫓겨나리니,
그들이 통곡하며, ㄴ울며, 애곡하며,
이를 갈 이유가 있을 것이라. 이것은
그들이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아니하므로, 주께서 그들을 구속하
지아니하시는까닭이니라.

3 이는 그들이 ㄱ육신에 속하여 악
마 같으며, ㄴ악마가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가졌음이니, 참으로 곧 저 옛
뱀이라. 그는 우리의 첫 부모를 ㄷ속
인 자니, 이로 인해 그들이 ㄹ타락하
였고, 이로 인해 모든 인류가 육신에
속하며 육욕적이며 악마와 같이 되
고 선악을 ㅁ분별하며 악마에게 복종
하게되었느니라.

4 이리하여 모든 인류가 ㄱ잃어버
린 바 되었나니, 보라 하나님께서 그
의 백성을 그 잃어버린 바 되고 타락
된상태로부터구속하지아니하셨더
라면 그들은 끝없이 잃어버린 바 되
었으리라.

5 그러나 기억하라 곧 자기 자신
의 ㄱ육신에 속한 본성을 고집하며,
죄의 길에서 하나님 거역하기를 계
속하는 자는, 자기의 타락된 상태에
머무르게 되고 악마가 그를 다스릴
권능을 온전히 갖게 되느니라. 그러
므로 그는 마치 ㄴ구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과 같아, 하나님의 원수
가 되느니라. 또한 악마 역시 하나님
의원수이니라.

6 그리고이제장차올일을 ㄱ마치
이미 임한 것같이 말할진대, 만일 그
리스도께서세상에오시지아니하셨
더라면, 구속이있을수없었으리라.

7 또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더라면,
또는 사망의 줄을 끊으사 무덤이 승
리를얻지못하게하시고, 사망이ㄱ쏘
는 것을 갖지 못하게 하지 아니하셨
더라면, 부활이있을수없었으리라.

8 그러나 ㄱ부활이 있나니, 그러므
로 무덤이 승리를 얻지 못하며, ㄴ사
망의 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삼키
운바되었느니라.

9 그는 세상의 ㄱ빛이요 생명이시
라. 참으로결코어두워질수없는무
궁한 빛이시요, 또한 무궁한 생명이
시니, 죽음이다시있지못하리로다.

10 참으로 이 죽어야 할 것이 ㄱ죽

16 1ㄱ 안내구원.
ㄴ 모사 27:31.

2ㄱ 교성 63:53~54.
ㄴ 마 13:41~42; 

눅 13:28; 앨 40:13.
3ㄱ 갈 5:16~25; 모사 3:19.

안내육에 속한 사람.
ㄴ 니후 9:8~9. 

안내악마.

ㄷ 창 3:1~13; 모세 4:5~19.
ㄹ 안내아담과 이브의

타락.
ㅁ 니후 2:17~18, 22~26.

4ㄱ 앨 42:6~14.
5ㄱ 앨 41:11. 

안내육신에 속한.
ㄴ 안내구속하다,

구속받은, 구속.

6ㄱ 모사 3:13.
7ㄱ 호 13:14; 모사 15:8, 20.
8ㄱ 앨 42:15. 안내부활.
ㄴ 사 25:8; 고전 15:54~55;

몰 7:5.
9ㄱ 교성 88:5~13. 

안내빛, 그리스도의 빛.
10ㄱ 앨 40:2. 

안내불멸의, 불멸.



지아니함을입겠고, 이썩어야할것
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 그리
고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ㄴ서서,
그 행위가 선하든지 혹은 그 행위가
악하든지 그들의 행위에 따라 그에
게ㄷ심판을받으리니－

11 만일 그 행위가 선하다면, ㄱ끝
없는 생명과 행복의 부활로 나아올
것이요, 만일 그 행위가 악하다면,
ㄴ끝없는저주의부활로나아와, 그들
을 굴복시킨 악마에게 넘기우리니,
이는곧저주라－

12 그들 스스로의 육신의 뜻과 욕
망을 좇아가서, 자비의 팔이 그들을
향해 펴져 있는 동안 결코 주를 부르
지아니하였으니, 이는 ㄱ자비의팔이
그들을 향해 펴졌으나, 그들이 원하
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죄악에 대하
여 경계하심을 받음에도 그들이 그
로부터 떠나려 아니하였으며, 회개
하도록명하심을받았음에도그들이
회개하려아니하였음이라.

13 그러하거늘 이제 너희가 마땅
히 떨며 너희의 죄를 회개하며, 오직
그리스도안에서와그리스도를통하
여서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하지않겠느냐?

14 그러므로너희가모세의 ㄱ율법
을 가르칠진대, 그것이 장차 올 일들
의그림자임을또한가르치라－

15 구속이바로 ㄱ영원하신아버지
이신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다는

것을그들에게가르치라. 아멘.

제 17 장

앨마가 아빈아다이의 말을 믿고 기
록함－아빈아다이가불에타죽음을
당함－그가 그의 살해자들 위에 질
병과불에타죽는일이임할것을예
언함. 주전148년경.

그리고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아빈
아다이가 이러한 말 하기를 마치자,
왕은 ㄱ제사들에게그를잡아그로죽
음을당하게할것을명하였더라.

2 그러나 그들 중에 이름이 ㄱ앨마
라 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는 또한 니
파이의 후손이라. 그는 젊은 사람이
었고 또 그가 아빈아다이가 한 말을
ㄴ믿었으니, 이는 그가 아빈아다이가
그들에게 대하여 증거한 죄악에 관
하여 알고 있었음이라. 그리하여 그
가 왕에게 아빈아다이에게 노하지
말고, 그로평안히떠나게할것을간
청하기시작하였더라.

3 그러나 왕이 더욱 노하여 앨마
를 그들 중에서 쫓아내게 하고, 그를
뒤따라 그의 종들을 보내어 그를 죽
이게하니라.

4 그러나 그가 그들 앞에서 도망
하여 몸을 숨기매 그들이 그를 찾지
못하니라. 이에 앨마가 여러 날 동안
숨어 있으면서 아빈아다이가 한 모

224모사이야서 16:11~17:4

10ㄴ 안내심판, 마지막.
ㄷ 앨 41:3~6.

11ㄱ 안내영생.
ㄴ 안내정죄.

12ㄱ 안내자비로운, 자비.
14ㄱ 안내모세의 율법.
15ㄱ 모사 3:8; 5:7; 

이더 3:14.

17 1ㄱ 모사 11:1, 5~6.
2ㄱ 모사 23:6, 9~10. 

안내앨마 일세.
ㄴ 모사 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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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말을ㄱ기록하니라.
5 또 이렇게 되었나니 왕이 그의

호위병들로하여금아빈아다이를에
워싸고 그를 잡게 하매, 그들이 그를
결박하여옥에던져넣으니라.

6 그러고 나서 사흘 후에 그의 제
사들과 의논을 하고 나서, 그가 다시
그를자기앞에데려오게하였더라.

7 그리고 그에게 이르되, 아빈아
다이야 우리가 너에 대한 죄과를 발
견하였나니, 너는죽어마땅하도다.

8 이는 네가 말하기를 ㄱ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내려오
시리라 하였음이니, 이제 네가 나와
나의 백성에 관하여 화를 이야기한
그 모든 말을 취소하지 아니할진대,
이 이유로 네가 사형에 처하여지리
로다.

9 이제아빈아다이가그에게이르
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나는
이 백성에 관하여 너희에게 한 말을
취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것들
이 진실함이요, 또 너희로 그 확실함
을 알게 하고자 내가 스스로를 너희
수중에떨어지게하였음이라.

10 그뿐 아니라 내가 참으로 죽음
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당하려니와,
나는 나의 말을 취소하지 아니하리
니, 그말은너희를치는증거가되리
라. 또만일너희가나를죽이면너희
가 ㄱ무죄한 피를 흘림이 되리니, 이
또한 마지막 날에 너희를 치는 증거
가되리로다.

11 이에 이제 노아 왕이 바야흐로
그를 놓으려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
을 두려워하였음이라. 이는 하나님
의 심판이 그에게 임할까 그가 두려
워하였음이더라.

12 그러나 제사들이 그를 대적하
여 그 소리를 높여서, 그를 참소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그가 왕을 욕하였
나이다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그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 그를 넘겨주어
그로죽임을당하게하니라.

1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를 잡고 결박하여, 참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나뭇단으로 그의 살갗을
매질하였더라.

14 그리고 이제 불길이 그를 태우
기 시작하자, 그가 그들에게 외쳐 이
르되,

15 보라, 너희가내게행한것같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너의 자손
의 많은 자로 하여금 내가 당하는 고
통, 곧 불에 타 ㄱ죽는 고통을 당하게
할것이요, 이는저들이주저들의하
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인함일 것
이니라.

16 또 이렇게 되리니 너희는 너희
의 죄악으로 인하여 온갖 질병으로
고난을당할것이요,

17 참으로 또한 너희는 사방으로
ㄱ치심을 당할 것이요, 또 들양 떼가
사납고 흉포한 짐승들에게 쫓김같
이, 쫓기며 이리저리 흩음을 당할 것
이니라.

4ㄱ 안내경전.
8ㄱ 모사 13:25, 33~34.

10ㄱ 앨 60:13.

15ㄱ 모사 13:9~10; 
앨 25:4~12.

17ㄱ 모사 21:1~5, 13.



18 또그날에너희가수색을당할
것이며, 너희가 너희 원수들의 손에
잡히게 될 것이요, 또 그때 너희가,
내가 겪는 것같이 불에 타 ㄱ죽는 고
통을당하리라.

19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을 멸하는 자들에게 ㄱ보복을 행하시
느니라.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을 받
으시옵소서하니라.

20 이에 이제 아빈아다이가 이 말
을하고나서쓰러졌으니, 불에타죽
음을 당함이라. 참으로 하나님의 명
령을 부인하지 않으려 한 연고로 죽
임을 당함이니, 자기의 죽음으로 자
기말의참됨을인봉함이었더라.

제 18 장

앨마가 은밀히 전도함－그가 침례
성약을 정하고 몰몬의 물에서 침례
를 베풂－그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조직하고 제사들을 성임함－그들은
스스로를 부양하며 백성들을 가르
침－앨마와 그의 백성이 노아 왕에
게서 도망하여 광야로 들어감. 주전
147~145년경.

그리고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노아
왕의 종들에게서 도망한 앨마는, 자
기의죄와악을 ㄱ회개하고백성들가
운데로 은밀히 다니면서, 아빈아다
이의말을가르치기시작하였나니－

2 참으로 장차 올 일에 관하여, 또

한 그리스도의 ㄱ권능과 고난과 죽음
과 그의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이루
어지게 될 죽은 자의 부활과 백성의
ㄴ구속에 관하여 가르치기 시작하였
더라.

3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자 하는
모든 자를 그가 가르치되, 왕에게 알
려지지 않게 하려 은밀한 가운데 그
들을 가르치매 많은 자들이 그의 말
을믿으니라.

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하는 말을 믿는 자들이 모두 몰몬이
라 하는 ㄱ곳으로 나아가니, 이 곳은
그 이름을 왕으로부터 받았고, 그 땅
의 경계에 있어 때가 되면 혹은 철따
라들짐승들이들끓는곳이더라.

5 이제 몰몬에 맑은 물의 수원이
있어, 앨마가 늘 그리로 갔으니 거기
물가까이에작은나무들로이루어진
숲이있어, 그곳에서그가낮동안왕
의수색을피하여몸을숨겼더라.

6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하는
말을 믿는 자마다 그의 말을 들으려
고그리로가더라.

7 또 이렇게 되었나니 여러 날 후
에 몰몬의 장소에 앨마의 말을 들으
려고 모인 수가 꽤 많았으니, 참으로
그의 말을 믿는 자들이 모두 그의 말
을 들으려고 함께 모였더라. 이에 그
가그들을 ㄱ가르치며, 회개와구속과
주를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전파하
니라.

8 그리고이렇게되었나니그가그

226모사이야서 17:18~18:8

18ㄱ 모사 19:18~20.
19ㄱ 안내복수.
18 1ㄱ 모사 23:9~10.

2ㄱ 안내속죄하다, 속죄.
ㄴ 안내구속하다,

구속받은, 구속.

4ㄱ 앨 5:3.
7ㄱ 앨 5:11~13.



227 모사이야서 18:9~16

들에게 이르되, 보라, 여기에 몰몬의
물이있으니 (이는그물이그렇게일
컬어졌음이라) 이제너희가하나님의
ㄱ무리 안으로 들어와, 그의 백성이라
일컬음을받기ㄴ원하며ㄷ기꺼이서로
의짐을져가볍게하고자하며,

9 참으로 또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슬퍼하고, 또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참으
로 죽을 때까지 어느 때에나 무슨 일
에나, 너희가 있게 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ㄱ증인이되어, 너희가하나
님께구속을받고 ㄴ첫째부활에속한
자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아 ㄷ영생을
얻고자한즉－

10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너희 마음의 원하는 바일진
대 주께서 너희에게 그의 영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 주시도록, 너희가 그
를 섬기며 그의 계명을 지키기로 그
와 ㄱ성약을 맺었다는 그의 앞에서의
증거로서, 주의이름으로 ㄴ침례받음
에너희가꺼릴것이무엇이있느냐?

11 이에이제무리가이말을들었
을 때 그들이 기쁨으로 손뼉을 치며
외치기를,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원하는바라하더라.

12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앨
마가 첫 무리 중 하나인 힐램을 취하

여, 물에 들어가 서서 부르짖어 이르
되, 주여, 주의 종 위에 주의 영을 부
으사, 저로 하여금 거룩한 마음으로
이일을하게하시옵소서하더라.

13 그리고그가이말을하고나자
주의 ㄱ영이그에게임하신지라, 그가
이르되, 힐램이여 전능하신 하나님
에게서 받은 ㄴ권세를 지니고, 나는
네가 필멸의 육신으로 죽기까지 그
를 섬기기로 성약을 맺었다는 증거
로서 네게 ㄷ침례를 주노니, 주의 영
이 너에게 부어지기를 빌며, 세상의
ㄹ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그가 예비
해 두신 자, 곧 그리스도의 ㅁ속죄를
통하여 그가 네게 영생을 주시기를
비노라하더라.

14 또 앨마가 이 말을 한 후 앨마
와 힐램 둘 다 물에 ㄱ잠기더니, 그들
이 영으로 충만하여 일어나 기뻐하
며물에서나오니라.

15 그리고또앨마가다른자를취
하여 두 번째로 물에 들어가 처음대
로그에게침례를주되, 그자신은다
시물에잠기지아니하였더라.

16 그리고 이와 같이 그가 몰몬의
장소에 나아간 각 사람 모두에게 침
례를 주니, 그들은 수효가 대략 이백
네 명이라. 참으로 그들은 몰몬의 물
에서 ㄱ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ㄴ은혜

8ㄱ 안내예수 그리스도
교회.

ㄴ 교성 20:37.
ㄷ 안내긍휼.

9ㄱ 안내선교 사업;
증언하다; 증거.

ㄴ 모사 15:21~26.
ㄷ 안내영생.

10ㄱ 안내성약.
ㄴ 니후 31:17.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
13ㄱ 안내성신.

ㄴ 신개 1:5. 안내신권.
ㄷ 3니 11:23~26; 

교성 20:72~74.
ㄹ 모세 4:2; 5:9.

ㅁ 안내구속하다,
구속받은, 구속.

14ㄱ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 침수로서의
침례.

16ㄱ 모사 25:18.
ㄴ 안내은혜.



로충만하게되었더라.
17 또 그때로부터 그들은 하나님

의교회곧그리스도의 ㄱ교회라일컬
어졌더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침례를 받는 자는 그의 교회에 더하
여지더라.

18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하
나님에게서 받은 ㄱ권세를 지니고 제
사를 성임하되, 그들의 수의 오십마
다 한 명의 제사를 성임하여, 그들에
게 전파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일들에 관하여 ㄴ가르치게 하였
더라.

19 또그가그들에게명하여, 자기
가 가르친 것과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하여 진 것이 아니면, 아무
것도가르치지못하게하였더라.

20 참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회개
와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 주를 믿는
신앙이 아니면, 아무것도 ㄱ전파하지
않게하였더라.

21 또 그가 그들에게 서로 ㄱ다툼
이 없어야 할 것과 ㄴ단합과 서로에
대한 사랑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함
께맺어지고, 한신앙과한침례를가
지고 ㄷ한 눈으로 앞을 바라볼 것을
명하였더라.

22 또 이같이 그가 그들을 명하여
전파하게 하였고, 이같이 그들은 하

나님의ㄱ자녀가되었더라.
23 그가 또 그들에게 명하여 ㄱ안

식일을 준수하며 이를 거룩히 지키
게하고, 또한매일주그들의하나님
께감사를드리게하였더라.

24 또한 그들에게 명하여 그가 성
임한 제사들이 자신들의 생계를 위
하여 스스로의 손으로 ㄱ일하게 하였
더라.

25 또 매주 정해진 날 하루가 있
어, 그들이 함께 모여 백성들을 가르
치고주그들의하나님을 ㄱ경배하며,
또한 그들의 힘이 미치는 한 자주 함
께모이더라.

26 또 제사들은 자기의 생계를 백
성들에게 의지해서는 아니되었고,
그들의 수고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ㄱ은혜를받도록되어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영으로 강하여지고, 하나님
에대한 ㄴ지식을가져, 하나님으로부
터 받은 권능과 권세로 가르칠 수 있
게하려함이었더라.

27 그리고 또 앨마가 명하여 교회
의 백성들로 하여금, ㄱ각자 자기가
가진 바에 따라, 자신의 재물에서 나
누어 주게 하되, 만일 더욱 풍족하게
가졌다면그는더욱풍족하게나누어
주게하고, 조금밖에갖지못한자에
게는 조금 밖에 요구하지 않게 하고,
갖지못한자에게는주게하였더라.

228모사이야서 18:17~27

17ㄱ 3니 26:21; 27:3~8. 
안내예수 그리스도 교회.

18ㄱ 안내신권.
ㄴ 안내가르치다, 교사.

20ㄱ 교성 15:6; 18:14~16.
21ㄱ 3니 11:28~30. 

안내다툼.

ㄴ 안내단합.
ㄷ 마 6:22; 

교성 88:67~68.
22ㄱ 모사 5:5~7; 

모세 6:64~68.
23ㄱ 모사 13:16~19; 

교성 59:9~12.

24ㄱ 행 20:33~35; 
모사 27:3~5; 
앨 1:26.

25ㄱ 안내예배.
26ㄱ 안내은혜.

ㄴ 안내지식.
27ㄱ 행 2:44~45; 4니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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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그리고 이같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스스로의자유의사와하나님께
대한 선한 소망으로 그들의 재물에
서 나누어, 궁핍에 처한 제사들과 또
한 궁핍하고 헐벗은 모든 영혼에게
주도록하였더라.

29 그리고 이를 그가 그들에게 이
른 것은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것이
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
게 ㄱ행하며,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나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부족에 따
라서로ㄴ나누었더라.

30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이
모든 일은 몰몬에서 참으로 몰몬의
ㄱ물가, 몰몬의 물 가까이에 있는 숲
에서 이루어졌더라. 참으로 몰몬의
장소, 몰몬의 물, 몰몬의 숲이여, 이
곳들이 거기서 그들의 구속주에 대
한 지식에 이른 자들의 눈에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뿐 아니라 그들이 얼
마나 복되냐, 이는 그들이 영원토록
그의찬송을부를것임이로다.

31 또 이 일들은 왕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이 땅의 ㄱ변경에서 행하여졌
더라.

32 그러나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왕이 백성들 가운데 한 움직임을 알
아차리고, 그의 종들을 보내어 그들
을 살피게 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모이던
날에왕에게발각되니라.

33 이에 이제 왕이 말하기를 앨마
가백성을선동하여나를모반하게한

다 한지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의 군
대를보내어그들을멸하게하니라.

3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와
주의 백성은 왕의 군대가 옴에 대해
ㄱ통지를 받았던지라, 그러므로 그들
의 장막과 그들의 가족을 취하고 떠
나광야로들어갔느니라.

35 이에 그들은 수효가 대략 사백
오십인가량되었더라.

제 19 장

기드온이 노아 왕을 죽이려 함－레
이맨인들이 그 땅에 침입함－노아
왕이 불에 타 죽음을 당함－림하이
가 조공을 바치는 왕으로서 다스림.
주전145~121년경.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왕의 군대가
주의 백성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돌
아오니라.

2 그리고 이제 보라, 왕의 군세가
줄어들어 작았고, 백성 중에 남은 자
들간에는분열이생겼더라.

3 그리고 적은 편의 무리가 왕에
게 대하여 위협을 내뿜기 시작하매,
그들가운데큰다툼이생겼더라.

4 이에 이제 그들 중 이름이 기드
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강한 자요 왕의 적이라, 그러므로 그
가 자기 칼을 뽑아 분노 중에 맹세하
기를내가왕을죽이리라하니라.

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29ㄱ 안내걷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ㄴ 안내복지.

30ㄱ 모사 26:15.
31ㄱ 모사 18:4.
34ㄱ 모사 23:1.



왕과 싸우매, 왕이 바야흐로 그가 자
기를 이기게 되었음을 보고는 도망
하며 달음질하여 성전 가까이에 있
는ㄱ망대에올랐더라.

6 이에 기드온이 그의 뒤를 따르
더니 왕을 죽이려고 바야흐로 망대
에 오르려 할 새, 왕이 그 눈길을 주
위로 던져 셈론 땅을 향하였더니, 보
라, 레이맨인의군대가그땅경계내
에들어왔더라.

7 이에 이제 왕이 그 영혼의 고뇌
중에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기드온
아, 나를살려두라, 레이맨인들이우
리를 치러 왔나니 그들이 우리를 멸
하리라. 참으로 그들이 내 백성을 멸
하리라하니라.

8 이제 왕이 자기 목숨에 대한 것
만큼 그의 백성에 대해 염려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드온이그의목숨을살려주니라.

9 이에 왕이 백성들에게 명하여
레이맨인들 앞에서 도망하라 하고,
그자신그들에앞서가매, 그들이자
기의 여자들과 자기의 자녀들과 함
께도망하여광야로들어갔더라.

1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
인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따
라잡고그들을죽이기시작하니라.

11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왕이 그
들에게 명하여 모든 남자들은 그들
의 여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버려
두고, 레이맨인들 앞에서 도망하라
하였더라.

12 이제 저들을 떠나지 않고 차라

리 머물러 저들과 함께 죽고자 하는
자가 많았으며, 나머지는 그들의 여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버리고 도
망하였더라.

13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
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머
문 자들이 그들의 고운 딸들로 하여
금 나서서, 레이맨인들에게 그들을
죽이지말도록간청하게하더라.

1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
인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니, 이는
저들이그들의여인들의아름다움에
매혹되었음이라.

15 그리하여 레이맨인들이 그들
의 생명을 살려주고, 그들을 사로잡
고 그들을 니파이 땅으로 다시 옮겨
와서, 그들이 노아 왕을 레이맨인들
의손에넘길것과그들의소유곧그
들이 소유한 모든 것의 절반을, 그들
의 금과 그들의 은과 그들의 모든 귀
한 것의 절반을 바치고, 이같이 그들
이 매년 레이맨인의 왕에게 조공을
바친다는 조건하에 그 땅을 소유할
것을그들에게허락하였더라.

16 그리고 이제 사로잡힌 자들 가
운데 왕의 아들 중 하나가 있었으니,
그이름은ㄱ림하이더라.

17 그리고 이제 림하이는 자기의
부친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랐으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림하이가 자
기 부친의 죄악을 모르지 아니하였
나니그자신은의인이었음이라.

1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기드온
이 은밀히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어

230모사이야서 19:6~18

19 5ㄱ 모사 11:12. 16ㄱ 모사 7:9.



231 모사이야서 19:19~29

왕과 왕과 함께 있는 자들을 찾게 하
였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
이 왕과 그의 제사들을 제외한 모든
백성을광야에서만나니라.

19 이제 그들은 니파이 땅으로 돌
아가, 만일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
녀들과 또한 그들과 함께 머물렀던
자들이 죽임을 당하였으면, 복수를
구하고 역시 그들과 함께 죽을 것을
그마음에맹세하였었더라.

20 왕이 그들에게 명하기를 돌아
가지 말라 하므로, 그들이 왕에게 노
하여 그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
되 참으로 불에 타 ㄱ죽음에 이르게
하였더라.

21 또 그들이 바야흐로 제사들도
잡아서 죽이려 하였으나, 저들이 그
들앞에서도망하였더라.

2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
이 바야흐로 니파이 땅으로 돌아오
려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기드온의
사람들을 만났더라. 이에 기드온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고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소
유한 모든 것의 절반을 레이맨인들
에게 조공으로 바침으로써 그 땅을
소유해도좋다고레이맨인들이그들
에게허락했다는것을고하였더라.

23 이에 백성들은 기드온의 사람
들에게 그들이 왕을 죽였으며, 그의
제사들은그들에게서도망하여광야
로더멀리들어갔음을고하였더라.

2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예식

을 끝내고 나서, 그들은 그들의 아내
와 그들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까닭에 기뻐하며, 니파이 땅
으로돌아와기드온에게그들이왕에
게어떻게행하였는지를고하니라.

2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
맨인의 왕이 그들에게 ㄱ맹세하기를,
나의 백성이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
리라하였더라.

26 이에 림하이도 왕의 아들로서
ㄱ백성들에의해왕국을수여받아, 레
이맨인의 왕에게 맹세하기를 나의
백성이 당신에게 조공을 바치되, 그
들이 소유한 모든 것의 절반을 바치
리라하였더라.

2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림하이
가 왕국을 세우며 그의 백성 가운데
평화를확립하기시작하였더라.

28 또레이맨인의왕은그땅을둘
러 파수꾼들을 세워 림하이의 백성
들을 그 땅에 억류하여 그들이 광야
로 떠나가지 못하게 하였나니, 그는
니파이인들에게서받은조공에서그
의파수꾼들을유지하였더라.

29 그리고이제림하이왕이이년
동안 그의 왕국에서 계속하여 화평
을 누리매, 레이맨인들이 그들을 괴
롭히거나 그들을 멸하려 하지 아니
하였더라.

제 20 장

몇몇레이맨인의딸들이노아의제사
들에게 납치됨－레이맨인들이 림하

20ㄱ 모사 17:13~19; 
앨 25:11.

25ㄱ 모사 21:3. 26ㄱ 모사 7:9.



이와 그의 백성들을 쳐서 전쟁을 일
으킴－레이맨인의 무리가 격퇴되고
누그러뜨려짐. 주전145~123년경.

이제 셈론에 레이맨인들의 딸들이
함께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
하는곳이있더라.

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하루는
그들의 적은 수가 노래하고 춤추기
위해함께모였더라.

3 또 이제 노아왕의 제사들은 니
파이 성으로 돌아가기가 부끄럽고,
그뿐 아니라 백성들이 자기들을 죽
일까 두려워하는 고로, 그들이 감히
그들의아내와자녀들에게로돌아가
지못하였더라.

4 이에 광야에 머물러 있더니, 레
이맨인들의딸들을발견하고는엎드
려그들을지켜보다가,

5 또 그들의 몇 명만이 춤을 추러
함께 모였을 때에, 그들의 은밀한 장
소에서 나와 그들을 잡아 광야로 데
려갔으니, 참으로 레이맨인들의 딸
스물넷을그들이광야로데려갔더라.

6 이에이렇게되었나니레이맨인
들이 그들의 딸들이 없어진 것을 발
견하고는림하이의백성에게노하였
으니, 이는 그것이 림하이의 백성의
소행이라생각하였음이라.

7 그리하여 그들이 그 군대를 보
내었으니 참으로 왕이 친히 그의 백
성 앞에서 행하였고, 이에 그들이 림
하이의 백성을 멸하려 니파이 땅으
로올라가니라.

8 그런데이제림하이는망대에서
그들을 발견했나니, 곧 전쟁을 위한
그들의 모든 준비를 그가 발견하였
던지라, 그러므로 그는 그의 백성들
을 함께 모으고 들에서와 숲에서 엎
드려그들을기다렸더라.

9 이에이렇게되었나니레이맨인
들이 올라왔을 때, 림하이의 백성들
은 그 기다리던 곳에서 그들을 공격
하기 시작하며 그들을 죽이기 시작
하였더라.

1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싸움이
심히 맹렬해졌으니, 이는 그들이 마
치 그 먹이를 놓고 다투는 사자들처
럼싸웠음이라.

1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림하
이의 백성들이 그들 앞에서 레이맨
인들을 몰아 내기 시작하였으나, 그
럼에도 그들의 수는 레이맨인들의
절반도 못되었더라.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위해, 또 그들의 아내
들을 위해, 또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ㄱ싸웠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혼신의
힘을 다하였고 마치 용처럼 그들은
싸웠더라.

1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
이 레이맨인의 왕을 그들의 죽은 자
들의 수 가운데서 발견하였으나, 그
가죽지는아니하였고부상을당하고
땅 위에 버려져 있었나니, 그의 백성
의도망함이그처럼급속하였더라.

13 이에그들이그를잡아그의상
처를 싸매고, 그를 림하이 앞으로 데
려와 이르되, 보소서 여기 레이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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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왕이 있나이다. 그가 부상을 입고
저희의 죽은 자 가운데 엎드러졌거
늘, 저희가버리고갔으니, 보소서이
제 우리가 그를 왕 앞에 데려왔사온
즉, 이제 우리로 그를 죽이게 하소서
하였더라.

14 그러나 림하이가 그들에게 이
르되, 너희는그를죽이지말고, 그를
이리로 데려와 나로 그를 보게 하라
하니라. 이에 그들이 그를 데려오매,
림하이가 그에게 이르되, 무슨 까닭
이 있어 너는 나의 백성을 치러 올라
왔느냐? 보라, 내가 네게 한 ㄱ맹세를
나의백성이깨뜨리지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의 백성에게 한 맹
세를네가깨뜨려야하느냐?

15 이에 이제 왕이 이르되, 내가
맹세를 깨뜨린 것은 네 백성이 내 백
성의 딸들을 데려간 연고니라. 그러
므로 내가 노하여 나의 백성으로 하
여금 네 백성을 치러 올라오게 하였
느니라.

16 이에이제림하이는이일에관
하여 아무것도 듣지 못했었나니 그
러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나의 백성
중에 찾아보리니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한 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그의 백성들 중에 조
사를행하게하였더라.

17 이제 ㄱ기드온이 이 일을 듣고,
그는 왕의 대장인지라, 나아가 왕에
게 말하되, 청컨대 그리 마시옵고 이
백성을 조사하지 마시오며, 이 일을
그들의탓으로돌리지마옵소서.

18 왕은 이 백성들이 멸하려 했던
왕의 부친의 제사들을 기억하지 못
하나이까?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있
지 아니하니이까? 그리고 그들이 레
이맨인의 딸들을 도적질한 자들이
아니니이까?

19 하온즉이제보소서, 그리고이
일들을 그 왕에게 고하고, 그로 자기
백성에게 고하게 하여 그들이 우리
에게 대하여 누그러지게 하소서. 이
는 보소서 그들은 이미 우리를 치러
올 준비를 하고 있으며, 또한 보소서
우리는얼마되지아니함이니이다.

20 또보소서, 그들은그들의수많
은무리와함께오나니, 그왕이그들
로 우리에게 대하여 누그러지게 하
지 아니할진대 우리가 반드시 멸망
하리이다.

21 대저 우리에 대하여 예언한 아
빈아다이의 말이 ㄱ이루어지지 아니
하였나이까－또한이모두는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죄
악에서 돌이키려 하지 아니한 까닭
이아니니이까?

22 하온즉 이제 그 왕을 달래고,
우리는 우리가 그에게 한 맹세를 이
행하도록 하사이다. 이는 우리가 속
박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잃
는 것보다 나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이토록 많은 피흘림을 멈추게 하사
이다하니라.

23 이에 이제 림하이가 자기의 부
친과 광야로 도망한 ㄱ제사들에 관한
모든 것을 왕에게 고하고, 그들의 딸

14ㄱ 모사 19: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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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데려간일을그들에게돌리니라.
2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왕이 그

의 백성들을 향하여 누그러져서, 그
들에게 이르되, 무기를 지니지 말고
나의 백성을 맞으러 나아가자. 내가
맹세코너희에게서약하거니와나의
백성이 네 백성을 죽이지 아니하리
라하니라.

2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왕을 따라서 무기를 지니지 않고 레
이맨인들을 맞으러 나아가니라. 그
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레이
맨인들을 만나매, 레이맨인의 왕이
그들 앞에 절하고, 림하이의 백성을
위하여간청하니라.

26 이에 레이맨인들이 림하이의
백성을 본즉 그들이 무기를 지니지
아니하였는지라, 그들을 ㄱ측은히 여
기고 그들을 향하여 누그러져서, 그
들의 왕과 함께 평안히 그들의 본토
로돌아가니라.

제 21 장

림하이의백성이레이맨인들에게맞
으며패함－림하이의백성이암몬을
만나돌이킴－그들이암몬에게야렛
인의판스물넉장에대해말함. 주전
122~121년경.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림하이와 그
의 백성들이 니파이 성으로 돌아와,
다시 평안히 그 땅에 거하기 시작하
였더라.

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여러
날 후 레이맨인들이 다시 니파이인
들에게 대하여 분노가 일기 시작하
더니, 그들이그땅주변의경계에들
어오기시작하니라.

3 이제그들은그들의왕이림하이
에게 한 맹세로 인하여, 감히 저들을
죽이려하지는아니하였어도, 저들의
ㄱ뺨을 치고, 저들에게 권세 부리기를
일삼으며, 저들의 등에 무거운 ㄴ짐을
지우고, 말 못하는 나귀를 부리듯 저
들을부리기시작하였으니－

4 참으로 이같이 된 것은 모두 주
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었느
니라.

5 이에이제니파이인들의고난이
크고 저들이 스스로를 그들의 손에
서건져낼길이없었으니, 이는레이
맨인들이사방으로저들을에워쌌음
이라.

6 이에이렇게되었나니백성들이
저들의 고난으로 인하여 왕에게 원
망하기 시작하더니, 그들을 대적하
여 싸우러 가기를 바라기 시작하였
더라. 이에 저들이 저들의 불평으로
왕을 심히 괴롭게 한지라, 그러므로
그가 저들에게 허락하여 저들로 하
여금그원대로하게하였더라.

7 이에 저들이 다시 함께 모여, 갑
주를 입고, 레이맨인들을 쳐서 그들
을 저들의 땅에서 몰아 내고자 나아
가니라.

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
인들이 저들로 패하게 하여, 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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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고 저들 중 많은 자를 도륙한
지라.

9 이에 이제 림하이의 백성들 가
운데 큰 ㄱ애통과 애곡이 있었나니,
과부는 그 남편으로 인하여 애통하
며, 아들과 딸은 그 아버지로 인하여
애통하며, 형제들은 그 형제들로 인
하여애통하였더라.

10 이제그땅에과부가심히많았
고, 저들이 매일같이 크게 부르짖었
으니, 이는 레이맨인들에 대한 큰 두
려움이저들에게임하였음이라.

1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의
끊임없는부르짖음이림하이의남은
백성들을일으켜레이맨인들에대하
여 노하게 한지라, 저들이 다시 싸우
러 갔으나 많은 손실을 입고 다시 격
퇴당하니라.

12 참으로저들이다시곧세번째
갔으나 같은 모양으로 패하였고, 죽
임을 당하지 아니한 자들은 니파이
성으로다시돌아왔더라.

13 이에 저들이 스스로 티끌에까
지 겸손하게 되어, 속박의 멍에를 지
며 스스로를 내어맡겨, 저들의 원수
들이 원하는 대로 맞으며 이리저리
내몰림을당하며짐을지니라.

14 이에 저들이 실로 지극한 겸양
으로스스로 ㄱ겸손하여졌고, 또하나
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으니, 참으로
저들의고난으로부터저들을건지시
기를 저들의 하나님께 온종일 부르
짖었더라.

15 이에 이제 주께서는 저들의 죄
악으로 인하여 저들의 부르짖음 듣
기를 ㄱ더디하셨으나, 그럼에도불구
하고 주께서는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레이맨인들의 마음을 부
드럽게하기시작하셨으므로그들이
저들의 짐을 가볍게 하기 시작하였
더라. 그럼에도 주께서는 저들을 속
박에서 건져 내시기를 합당하게 여
기지는아니하셨더라.

1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점차로 그 땅에서 번영하기 시작하
여, 곡식을 더욱 풍성히 기르기 시작
하고, 양 떼와 소 떼도 그리하매, 저
들이굶주림을당하지아니하니라.

17 이제 여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
남자들의 수보다 더욱 많은지라, 그
러므로 림하이 왕이 명하여 모든 남
자들은 각각 ㄱ과부들과 그들의 자녀
들의 생계를 위해 ㄴ나누어 주어, 그
들로 주려 죽지 않게 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그들이 한 것은 죽임을 당한
그들의수가컸던까닭이었더라.

18 이제 림하이 백성들은 가능한
한 한 집단으로 모여 있으면서, 그들
의 곡식과 그들의 양 떼를 안전하게
지켰고,

19 또 왕 자신도 어쩌다가 레이맨
인들의 수중에 떨어질까 염려하여,
그의호위병들을대동하지않고서는
성벽밖으로나가지아니하였더라.

20 또 그는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 주변을 살피게 하였으니, 이는

9ㄱ 모사 12:4.
14ㄱ 모사 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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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광야로달아나레이맨인의
ㄱ딸들을 도적질하여 그들에게 그토
록 큰 멸망을 임하게 한 그 제사들을
잡을수있을까함이었더라.

21 이는 그들이 저들을 벌하기 위
하여 저들을 잡기 원하였음이니, 이
는 저들이 밤에 니파이 땅으로 들어
와 그들의 곡식과 그들의 많은 귀한
물건들을 훔쳐 갔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엎드려서저들을기다렸더라.

22 그리고이렇게되었나니 ㄱ암몬
과그의형제들이그땅에들어올때
까지, 레이맨인들과림하이의백성들
간에는더이상의소요가없었더라.

23 이에 왕이 그의 호위병들과 함
께 성문 바깥에 있다가 암몬과 그의
형제들을 발견하고는, 그들을 노아
의 제사인 줄로 생각하였던지라, 그
러므로 그들을 잡아 결박하여 ㄱ옥에
던져 넣게 하였나니, 그들이 노아의
제사였던들 그들로 죽음을 당하게
하였을것이라.

24 그러나 그들이 노아의 제사가
아니라 자기의 형제들이요, 제이라
헤믈라 땅에서 왔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심히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더라.

25 이제암몬이오기전에, 림하이
왕이 ㄱ소수의 사람들을 보내어 제이
라헤믈라땅을 ㄴ찾게하였었는데, 그
들이 찾지 못하고 광야에서 길을 잃
었더라.

26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
람들이 살았던 한 땅을 발견하였으
니, 참으로 마른 ㄱ뼈들로 뒤덮인 땅
이라. 참으로 그 곳은 사람들이 살았
었던 땅이요 멸망을 당한 땅이더라.
이에 그들이 그것을 제이라헤믈라
땅이라 생각하고 니파이 땅으로 돌
아오되, 암몬이 오기보다 여러 날 앞
서지 아니하여 그 땅 경계에 도착하
였더라.

27 그리고 그들이 한 가지 기록을
가지고왔나니, 곧그들이그뼈를발
견한 백성의 기록이라. 그것이 금속
판에새겨져있더라.

28 이에 이제 림하이가 암몬의 입
으로부터 모사이야 왕이 그러한 새
긴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에
게서받은 ㄱ은사를갖고있다는것을
알고는, 다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
었고또한암몬역시기뻐하였더라.

29 그럼에도 암몬과 그의 형제들
은 슬픔이 가득하게 되었나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그처럼 많이 죽임을
당한때문이요,

30 또한 노아 왕과 그의 제사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스려
그처럼 많은 죄와 악을 범하게 한 때
문이었으며, 그들은 또한 아빈아다
이의 ㄱ죽음을슬퍼하였고, 또아빈아
다이가 한 말을 믿는 신앙과 하나님
의 힘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던 앨마와 그와 함께 간 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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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ㄱ 모사 20:5.
22ㄱ 모사 7:6~13.
23ㄱ 힐 5:21.
25ㄱ 모사 8:7.

ㄴ 모사 7:14.
26ㄱ 모사 8:8.
28ㄱ 옴 1:20~22; 

모사 28:11~16.

30ㄱ 모사 17:12~20.



237 모사이야서 21:31~22:3

들이ㄴ떠났음을또한슬퍼하였더라.
31 참으로 그들은 저들이 떠났음

을 슬퍼하였나니, 이는 저들이 어디
로 도피하였는지 알지 못하였음이
라. 이제 그들은 기쁘게 저들과 합하
였으리니, 이는 그들 자신도 하나님
과 성약을 맺어 그를 섬기며 그의 계
명을지키기로했었음이더라.

32 또 이제 암몬이 온 이후로, 림
하이 왕도 또한 하나님과 성약을 맺
었고, 그의백성중많은자들도또한
그리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계명을
지키기로했었더라.

3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림하이
왕과 그의 백성 중 많은 자들이 침례
받기를 원하였으나, 그 땅에는 하나
님께받은 ㄱ권세를지닌자가아무도
없었고, 암몬은 스스로를 합당하지
못한 종으로 생각하여 이 일 행하기
를거절한지라.

34 그러므로 그때에는 그들이 자
신들로 교회를 이루지 아니하고 주
의 영을 기다렸나니, 이제 그들은 광
야로 도망한 앨마와 그의 형제들 같
이되기를원하였더라.

35 그들이그온마음을다하여기
꺼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는 증
거와 증언으로서 침례 받기를 심히
원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미루었나니 그들의 침례의 기
사는이후에ㄱ주어지리라.

36 이에 이제 암몬과 그의 무리와
림하이 왕과 그의 백성은, 스스로를
레이맨인들의손에서와속박에서건

져내고자온갖연구를하였더라.

제 22 장

백성들을레이맨인들의속박에서벗
어나게할계획이세워짐－레이맨인
들을취하게함－백성들이탈출하여
제이라헤믈라로돌아가모사이야왕
에게복속됨. 주전121~120년경.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과
림하이 왕이 백성들과 더불어 어떻
게 스스로를 속박에서 건져 낼지 의
논하기 시작하였는데, 실로 그들이
온 백성으로 하여금 모이게 하였으
니, 이렇게 그들이 한 것은 그 일에
관한 백성의 소리를 듣고자 하였음
이더라.

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은
그들의 여자와 자녀들과 그들의 양
떼와 그들의 소 떼와 그들의 장막을
취하고 광야로 떠나는 것 이외에는,
스스로를 속박에서 건져 낼 길을 찾
을 수 없었으니, 이는 레이맨인들의
수효가 너무 많아, 림하이 백성들로
서는 검으로 스스로를 속박에서 건
져 낼 생각으로 그들과 싸우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라.

3 이제이렇게되었나니기드온이
나아가왕앞에서서, 그에게이르되,
이제 왕이시여, 이제까지 우리가 우
리의 형제 레이맨인들과 싸워 옴에
있어 왕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번 내
말을들으셨나이다.

30ㄴ 모사 18:34~35. 33ㄱ 안내권세. 35ㄱ 모사 25:17~18.



4 하온즉 이제 왕이시여, 만일 왕
께서 나를 무익한 종으로 알게 되지
아니하셨거나, 혹은 왕께서 지금까
지 조금이라도 내 말을 들으시고 그
것이 왕께 도움이 되었삽거든, 그와
같이 왕께서 이번에 내 말을 들어주
시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그리하시
오면 내가 왕의 종이 되어 이 백성을
속박에서건져내리이다.

5 이에 왕이 그에게 허락하여 그
로 말하게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이
르되,

6 성 뒤편에 뒷벽을 통하여 난 뒷
길을 보소서. 레이맨인들, 곧 레이맨
인들의 수비대가 밤에는 술에 취하
오니, 그러므로이온백성가운데포
고를 보내어 그들로 그들의 양 떼와
소떼를함께모아, 밤에그것들을광
야로몰고가게하사이다.

7 그리고 나는 왕의 명을 좇아 가
서 레이맨인들에게 마지막 술 조공
을바칠것이요, 그들은취하리니, 우
리는 그들이 취하여 잠들었을 때 그
들의 진지 왼편에 있는 비밀 통로를
통과할것이라.

8 이같이우리는우리의여자들과
우리의자녀들, 우리의양떼와, 우리
의 소 떼들과 함께 떠나 광야로 들어
갈 것이요, 우리는 샤일롬 땅을 돌아
서여행할것이니이다하니라.

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왕이 기
드온의말을들으니라.

10 이에 림하이 왕이 그의 백성들
로 하여금 그들의 양 떼를 함께 모으

게 하였고, 또 그가 레이맨인들에게
술 조공을 보내고, 또한 그들에게 대
한선물로술을더보내매, 그들이림
하이 왕이 그들에게 보낸 술을 마음
껏마시니라.

1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림하이
왕의 백성이 그들의 양 떼와 그들의
소 떼와 함께 밤에 떠나 광야로 들어
갔고, 그들은 광야에서 샤일롬 땅을
돌아가서는 암몬과 그의 형제들의
인도를 받으며 그들의 진로를 돌려
제이라헤믈라땅을향하였더라.

12 또그들은가져갈수있는그들
의 모든 금과 은과 그들의 귀한 것들
과 또한 그들의 양식을 광야로 가져
갔었더라. 이에 그들이 여행을 계속
하더라.

13 그리고 광야에서 여러 날을 있
은 후에 제이라헤믈라 땅에 도착하
매, 모사이야의 백성들과 합하여 그
의백성이되니라.

14 또 이렇게 되었나니 모사이야
가 기쁨으로 그들을 영접하였고, 그
가또한그들의 ㄱ기록과또한림하이
의 백성들에 의해 발견되었던 ㄴ기록
도받으니라.

15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림하이의백성이밤에
그땅을떠났다는것을알았을때, 광
야로 군대를 보내 그들을 뒤쫓게 하
였으나,

16 저들이 이틀동안 그들을 뒤쫓
고 나서 더 이상 그들의 자취를 따
를 수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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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으니라.

노아 왕의 백성에 의해 광야로 쫓겨
들어간앨마와주의백성의기사.

제23 장및제24 장에수록되어있음.

제 23 장

앨마가왕되기를거절함－그가대제
사로봉사함－주께서그의백성을징
계하시고, 레이맨인들이 힐램 땅을
정복함－노아 왕의 간악한 제사들의
지도자앰율론이레이맨인군주의치
하에서다스림. 주전145~121년경.

이제 앨마는 주께로부터 노아 왕의
군대가 그들을 습격할 것이라는 경
고를 받고, 이를 그의 백성들에게 알
린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양
떼를 함께 모으고, 그들의 곡식 일부
를 취하여 노아 왕의 군대보다 앞서
떠나광야로들어가더라.

2 또 주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신
지라, 노아 왕의 백성들이 그들을 따
라잡아멸하지못하니라.

3 이에 그들이 팔 일의 여정을 광
야로도망해들어가니라.

4 그리하여 그들이 한 땅에 이르
니, 참으로매우아름답고쾌적한땅,
맑은물의땅이라.

5 이에 그들이 그들의 장막을 치
고 땅을 갈기 시작하며 건물들을 짓

기 시작하였으니, 참으로 그들은 근
면하였고열심히일을하였더라.

6 그리고 백성들은 앨마가 그들의
왕이 될 것을 원하였나니, 이는 그가
그의백성들에게사랑을받았음이라.

7 그러나 앨마가 그들에게 이르
되, 보라, 우리가 왕을 갖는 것이 합
당하지 아니하니, 이는 이같이 주께
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한 육체를 다
른 육체보다 ㄱ높게 여기지 말지니,
곧 한 사람은 자신을 다른 자보다 높
다고 생각하지 말지니라 하심이니
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너희가 왕을 갖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8 그럼에도불구하고만일너희가
항상 의인으로 너희 왕을 삼는 것이
가능하다면 너희가 왕을 가짐이 좋
으리라.

9 그러나 노아 왕과 그의 제사들
의 ㄱ죄악을 기억하라. 나 자신 올무
에 ㄴ잡혀주께서보시기에가증한일
을 많이 행하였나니, 그로 인해 쓰라
린회개를하게되었느니라.

10 그럼에도불구하고많은 ㄱ환난
후에, 주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
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사, 나로 그의
손에있는도구를삼으사 ㄴ그토록많
은 너희에게 그의 진리를 알게 하셨
도다.

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내
가 자랑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스스로를자랑하기에합당하지못함

23 7ㄱ 모사 27:3~5.
9ㄱ 잠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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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12 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너희는 노아 왕에게 학대받았으
며, 그와 그의 제사들에게 속박되어
있었고, 그들에 의해 죄악으로 이끌
려 갔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악의
ㄱ줄로결박되어있었느니라.

13 그러나 이제 너희가 이러한 결
박에서, 참으로곧노아왕과그의백
성의 손에서와, 또한 죄악의 결박으
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으로 건져 내
심을 입었으니, 그와 같이 나는 너희
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 이 ㄱ자유 안
에 굳게 ㄴ설 것과 너희가 ㄷ아무 사람
이라도 믿고 너희 위에 왕이 되게 하
지말기를원하노라.

14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의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면, 아무도 믿고 너희를
ㄱ가르치는 자나 너희에게 성역을 베
푸는자가되게하지말라.

15 이같이 참으로 앨마가 그의 백
성을가르쳐, 각사람은그이웃을자
기자신과같이ㄱ사랑하라하고, 너희
가운데ㄴ다툼이없게하라하니라.

16 그리고 이제 앨마는 그들의
ㄱ대제사였으니, 그는 그들의 교회의
설립자였음이라.

1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에 의
해서하나님으로부터권세를받음이
아니고는아무도전파하거나가르칠

ㄱ권세를 받지 아니하였던지라, 그러
므로 그가 그들의 모든 제사들과 그
들의 모든 교사들을 성별하였나니,
이에 의인이 아니고는 아무도 성별
되지아니하였더라.

18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백성
을 보살피며, 의에 관한 것으로 그들
을ㄱ양육하였더라.

1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 땅에서 심히 번영하기 시작하였
으며, 그들은 그 땅을 힐램이라 칭하
였더라.

20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힐
램 땅에서 심히 번성하고 번영하였
으며, 그들이성을세워이를힐램성
이라하였더라.

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그의 백성을 ㄱ징계하시기를 합당하
게 보시나니, 참으로 그는 그들의
ㄱ인내와신앙을시험하시느니라.

22 그럼에도불구하고－누구든지
그를 ㄱ신뢰하는자그는마지막날에
ㄴ들리우리니, 또한 이 백성이 그와
같았느니라.

23 이는 보라, 그들이 속박되었으
되, 주그들의하나님, 곧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외에는 아무
도 그들을 건져 낼 수 없었음을 내가
너희에게보일것임이니라.

24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그들
을 건지셨고 그가 또 그의 능한 권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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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신지라, 그들의 기쁨이 참으
로컸느니라.

25 이는 보라, 이렇게 되었음이니
그들이힐램땅에, 곧힐램성에있던
때에, 주위의 땅을 갈고 있을 때, 보
라 레이맨인의 한 군대가 그 땅 경계
안에있는지라.

26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의
형제들이 그 밭에서 도망하여, 힐램
성 안에 함께 모이니, 그들은 레이맨
인들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매우 놀
랐더라.

27 그러나 앨마가 나아가 그들 가
운데 서서, 그들을 권면하기를 너희
는 놀라지 말고 주 너희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건
지시리라하니라.

28 그러므로 그들이 두려움을 가
라앉히고, 주께서 레이맨인들의 마
음을 부드럽게 하사, 그들이 그들과
그들의 아내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멸하지 않게 하실 것을 주께 부르짖
기시작하니라.

2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레이맨인들의마음을부드럽게하시
매, 앨마와 그의 형제들이 나아가 스
스로를 그들의 손에 넘기니 이에 레
이맨인들이힐램땅을차지하니라.

30 이제 림하이 왕과 그의 백성의
뒤를쫓았던레이맨인의군대가여러
날동안광야에서길을잃었었더라.

31 그리고보라, 저희가노아왕의
그 제사들을 그들이 앰율론이라 칭
하는 곳에서 발견하매, 그들은 앰율

론 땅을 소유하기 시작했었고 땅을
갈기시작했었더라.

32 이제 그 제사들을 이끄는 자의
이름은앰율론이었더라.

3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앰율론
이 레이맨인들에게 간청하였고, 그
가 또한 레이맨인의 ㄱ딸들인 그들의
아내들을 내보내어, 그 형제들에게
그들의 남편들을 멸하지 않도록 간
청하게하였더라.

34 이에 레이맨인들이 앰율론과
그의 형제들을 그들의 아내들로 인
하여, ㄱ불쌍히여기고그들을멸하지
아니하였더라.

35 이에 앰율론과 그의 형제들이
레이맨인들에게 합류하였고, 그들이
니파이 땅을 찾아 광야를 여행하다
가, 앨마와 그의 형제들이 소유하고
있던힐램땅을발견하였더라.

3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
인들이 앨마와 그의 형제들에게 만
일 그들이 니파이 땅에 이르는 길을
그들에게 보여 준다면, 그들의 생명
과 그들의 자유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리라고약속하였더라.

37 그러나 앨마가 그들에게 니파
이땅에이르는길을보여준후레이
맨인들이 그들의 약속을 지키려 아
니하고, 힐램 땅 주위에 ㄱ파수꾼을
세워 앨마와 그의 형제들을 지키게
하였더라.

38 또그들중나머지는니파이땅
으로갔으며, 그들중일부가힐램땅
으로돌아오며, 그땅에남아있던파

33ㄱ 모사 20:3~5. 34ㄱ 안내긍휼. 37ㄱ 모사 24:8~15.



수꾼들의 아내들과 자녀들도 함께
데려왔더라.

39 이에 레이맨인의 왕이 앰율론
에게 허락하여 힐램 땅에 있는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과 통치자가 되
게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 레이맨인 왕의 뜻에 반하여서는
아무 일도 행할 권능을 갖지 못하게
하니라.

제 24 장

앰율론이 앨마와 그의 백성을 핍박
함－만일기도하면그들은죽음을당
하게됨－주께서그들의짐이가볍게
여겨지도록 하심－그가 그들을 속박
으로부터 건지시매 그들이 제이라헤
믈라로돌아감. 주전145~120년경.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앰율론이 레
이맨인의 왕의 눈에 호의를 얻은지
라, 그러므로 레이맨인의 왕이 그와
그의 형제들에게 허락하여 자기 백
성을 가르치는 교사로 임명되게 하
였으니, 곧셈론땅과샤일롬땅과앰
율론땅에있는백성이라.

2 이는 레이맨인들이 이 땅들을
모두 차지했었음이라. 그러므로 레
이맨인의 왕이 이 모든 땅을 다스릴
왕들을임명했었더라.

3 그리고 이제 레이맨인의 왕의
이름은 레이맨이었나니, 그의 부친
의 이름을 따라 일컬은 것이라. 그러
므로 그는 레이맨 왕이라 일컬어졌

고, 그는 허다한 백성을 다스리는 왕
이었더라.

4 이에 그가 자기 백성들이 소유
한 각 땅에 앰율론의 형제들 중에서
교사를 임명하였나니, 이리하여 레
이맨인의 모든 백성 가운데 니파이
의언어가가르쳐지기시작하니라.

5 또 그들은 서로 우호적인 백성
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앰율론
의 형제들도 그들에게 주 그들의 하
나님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세의
율법도 가르치지 아니하였으며, 아
빈아다이의말도그들에게가르치지
아니하였더라.

6 그러나그들을가르쳐기록하게
하였고, 또그들이서로편지할수있
게하였더라.

7 이리하여레이맨인들은부가늘
어나기 시작하였고, 서로 교역하여
강대해지기 시작하였으며, 교활하고
세상의 지혜에 있어 지혜로운 백성
이 되기 시작하였나니, 참으로 심히
교활한 백성으로서, 그들 자신의 형
제들 가운데를 제외하고는, 온갖 간
악함과약탈을기뻐하였더라.

8 그리고이제이렇게되었나니앰
율론이 앨마와 그 형제들에게 ㄱ권세
를 행사하기 시작하여, 그를 핍박하
며 자기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
녀들을핍박하게하기시작하였더라.

9 이는 앰율론이 앨마를, 곧 그가
왕의 제사들 중 ㄱ하나였음과 아빈아
다이의 말을 믿고 왕 앞에서 쫓겨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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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그인 줄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에게 노여움을 품었음이더라. 이는
그가 레이맨 왕에게 복종하고 있었
으나, 그럼에도 그들에게 권세를 행
사하여그들에게 ㄴ부역을지우고, 그
들위에감독자들을두었음이라.

1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의
고난이심히컸으므로그들이하나님
께간절히부르짖기시작하였더라.

11 이에 앰율론이 그들에게 명하
여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치게 하고,
그들을 감시할 보초를 그들 위에 두
어,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발각되면죽음을당하게하였더라.

12 이에 앨마와 그의 백성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께 그 목소리를 높이
지는 아니하였으나, 그에게 그 마음
을 ㄱ쏟아 내매, 그가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아셨더라.

1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의 음
성이 그들의 고난 중에 그들에게 임
하여 이르시되, 너희 머리를 들고 안
심하라. 이는 너희가 내게 맺은 성약
을내가알고있음이요, 내가나의백
성과 성약하고 그들을 속박에서 건
져낼것임이니라.

14 그리고 내가 또한 너희 어깨에
놓인 짐을 가볍게 하리니, 곧 너희가
속박되어 있는 동안 참으로 너희가
너희 등에 그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
라. 이를내가행할것은이후로는너
희를나를위한 ㄱ증인으로서게하려

함이요, 나주하나님은진실로내백
성을그들의 ㄴ고난중에돌아보는줄
을 너희로 분명히 알게 하려 함이니
라하시니라.

15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앨
마와 그의 형제들 위에 지워진 짐이
가벼워졌고, 참으로 주께서 그들을
ㄱ강하게 하사 그들로 쉽게 그들의
ㄴ짐을 지게 하시매, 그들이 주의 모
든뜻에즐거이 ㄷ인내를가지고복종
하였더라.

1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인내가 심히 크매 주
의 음성이 다시 그들에게 임하여 이
르시되, 안심하라. 이는내일내가너
희를 속박에서 건져 낼 것임이니라
하신지라.

17 또앨마에게이르시되, 너는이
백성에앞서가라, 내가너와함께가
며이백성을 ㄱ속박에서건져내리라
하신지라.

18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와
그의 백성이 밤에 그들의 양 떼를 함
께모으고, 그들의곡식또한일부그
리하되, 참으로온밤동안그들의양
떼를함께모으더라.

19 그리고 아침에 주께서 ㄱ깊은
잠을 레이맨인들에게 임하게 하시
매, 참으로 그들의 감독자들 모두가
깊은잠에든지라.

20 이에 앨마와 그의 백성이 떠나
광야로 들어갔고, 그들이 온종일 여

9ㄴ 모사 21:3~6.
12ㄱ 안내기도.
14ㄱ 안내증거.

ㄴ 안내역경.

15ㄱ 마 11:28~30.
ㄴ 앨 31:38; 33:23.
ㄷ 교성 54:10. 

안내인내.

17ㄱ 안내사로잡힘.
19ㄱ 삼상 26:12.



행하고 나서 한 골짜기에 그들의 장
막을 치고 그 골짜기를 앨마라 칭했
으니, 그가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한
까닭이라.

21 참으로 그뿐 아니라 앨마의 골
짜기에서그들은하나님께서그들에
게 자비를 베푸사, 그들의 짐을 가볍
게 하시고, 그들을 속박에서 건져 내
셨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그들의
ㄱ감사를쏟았으니, 이는그들이속박
되어 있었고 주 그들의 하나님이 아
니었을진대 아무도 그들을 건질 수
없었음이더라.

22 이에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나니, 참으로 그들의 모든 남자
와그들의모든여자와말을할줄아
는 그들의 모든 아이들이 다 그 목소
리를높여하나님을찬양하였더라.

23 그런 후 이제 주께서 앨마에게
이르시되, 너는 서둘러 너와 이 백성
을 데리고 이 땅을 벗어나라. 레이맨
인들이 깨어나 너를 뒤쫓음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땅을 벗어나라. 내
가 레이맨인들을 이 골짜기에서 막
아 그들로 이 백성을 더 멀리 뒤쫓아
오지못하게하리라하신지라.

2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 골짜기에서 떠나 광야로 여행해
들어가더라.

25 그리고 십이 일을 광야에 있은
후 제이라헤믈라 땅에 도착하매, 모
사이야 왕이 또한 기쁨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니라.

제 25 장

제이라헤믈라에있는뮬레크의후손
들이니파이인이됨－그들이앨마와
지니프의 백성에 대해 알게 됨－앨
마가 림하이와 그의 모든 백성에게
침례를 베풂－모사이야가 앨마에게
권능을 주어 하나님의 교회를 조직
하게함. 주전120년경.

이에이제 모사이야 왕이 온 백성으
로하여금함께모이게하니라.

2 이제 니파이의 자손들 곧 니파
이의후손인자들은, ㄱ뮬레크와그와
함께 광야로 들어온 자들의 후손인
제이라헤믈라 ㄴ백성만큼 많지 아니
하였더라.

3 또니파이백성과제이라헤믈라
백성들은레이맨인들만큼많지아니
하였나니, 참으로 그들은 그 절반도
채못되었더라.

4 이에 이제 니파이 백성들이 모
두 함께 모였고, 제이라헤믈라 백성
들도 모두 함께 모이니, 그들이 함께
모여두무리를이루었더라.

5 이에이렇게되었나니모사이야
가 그의 백성들에게 지니프의 기록
을읽어주었고, 또읽어주게하였나
니, 참으로 그가 지니프 백성의 기록
을 그들이 제이라헤믈라 땅을 떠나
던 때로부터 다시 돌아오기까지 읽
어주었느니라.

6 또 앨마와 그의 형제들과 그들

244모사이야서 24:21~25:6

21ㄱ 안내감사한, 감사,
감사드림.

25 2ㄱ 힐 6:10. 

안내뮬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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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고난의 기사를, 그들이 제이
라헤믈라땅을떠나던때로부터다시
돌아왔을때까지읽어주었느니라.

7 이에 이제 모사이야가 기록 읽
기를마쳤을때, 그땅에머물렀던그
의 백성들이 경이와 놀라움에 사로
잡혔느니라.

8 이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 바
를 알지 못하였음이라. 이는 그들이
ㄱ속박에서 건져 내심을 입은 자들을
보았을 때 심히 큰 기쁨으로 충만하
게되었음이요,

9 그리고또그들이레이맨인들에
게 죽임을 당한 그들의 형제들을 생
각하였을 때는, 슬픔으로 가득 차 슬
픔의눈물을많이흘렸음이요,

10 그리고 또 그들이 앨마와 그의
형제들을 레이맨인들의 손과 속박의
손아귀에서건져내신하나님의직접
적인 선하심과 그의 권능에 대하여
생각했을 때, 참으로 그들의 소리를
높여하나님께감사를드렸음이요,

11 그리고 또 그들의 형제인 레이
맨인들에 대해 그들의 죄 많고 더럽
혀진 상태를 생각하였을 때, 그들의
ㄱ영혼의 복리를 위하는 ㄴ고통과 고
뇌로가득차게되었음이더라.

12 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
의 딸들을 아내로 취한 앰율론과 그
형제들의 자녀인 자들이 그 아버지
들의행위를싫어하여, 더이상그아
버지들의이름으로불리우기를원하
지 아니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니

파이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아 니
파이인이라 일컫는 자들 가운데서
헤아림을 받고자 하여 니파이의 이
름을취하니라.

13 이제 제이라헤믈라의 온 백성
은 니파이인과 함께 ㄱ헤아림을 받았
나니, 이는 니파이의 후손인 자들 외
에는 아무에게도 나라를 넘겨주지
아니하였음이라.

14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모
사이야가백성들에게말하기와읽어
주기를 마쳤을 때, 그가 앨마도 백성
들에게말하기를원하였더라.

15 이에그들이여러큰무리를이
루어 모였을 때 앨마가 그들에게 말
하되, 한 무리에게서 다른 무리로 다
니며, 회개와 주를 믿는 신앙을 백성
들에게전파하였더라.

16 또 림하이의 백성과 그의 형제
들, 곧 속박에서 건져 내심을 입었던
모든 자들에게 그들을 건져 낸 것이
주였음을기억할것을권면하였더라.

17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
가 많은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친 후 림하이
왕이 침례 받기를 원하였고, 그의 모
든 백성도 자기들 역시 침례 받기를
원하니라.

18 그러므로 앨마가 나아가서 물
에 들어가 그들에게 ㄱ침례를 주었으
니, 참으로 그가 몰몬의 ㄴ물에서 자
기 형제들에게 침례를 주던 방식을
좇아 그들에게 침례를 주었으며, 또

8ㄱ 모사 22:11~13.
11ㄱ 안내영혼－영혼의 가치.

ㄴ 모사 28:3~4; 

앨 13:27.
13ㄱ 옴 1:19.
18ㄱ 모사 21:35.

ㄴ 모사 18:8~17.



한 그가 침례를 준 자들은 모두 하나
님의 교회에 속하였으니, 이는 그들
이앨마의말을믿은연고더라.

19 또 이렇게 되었나니 모사이야
왕이앨마에게허락하여제이라헤믈
라온땅에두루교회를세울수있게
하고, 각 교회를 관리할 제사들과 교
사들을 성임할 ㄱ권능을 그에게 주었
더라.

20 이제 이렇게 한 것은 백성들이
너무 많아 그들이 모두 한 명의 교사
에의해관리될수가없고, 그들모두
가 한 집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
을수도없었던까닭이라.

21 그러므로 그들이 여러 다른 무
리를 이루어 함께 모여 교회라 일컬
어졌고, 각 교회에는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교사가 있어, 각 제사들은 앨
마의 입으로 그들에게 전해진 대로
말씀을전파하였더라.

22 그리하여 교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그들은모두참으로한 ㄱ교
회, 곧하나님의교회였나니, 이는이
모든 교회에서 회개와 하나님께 대
한 신앙 외에는 아무것도 전파하지
아니하였음이라.

23 그리고 이제 제이라헤믈라 땅
에일곱교회가있었고, 또이렇게되
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ㄱ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고자 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가입
하였으며,

24 또그들은하나님의 ㄱ백성이라

일컬어졌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그
의 영을 부으시매 그들이 복을 받고
그땅에서번영하였더라.

제 26 장

많은 교회 회원들이 믿지 않는 자들
에 의해 죄로 이끌려 감－앨마가 영
생을 약속 받음－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자는 용서를 얻음－죄 중에 있
는 자로서 회개하고 앨마와 주께 고
백하는 교회 회원들은 용서받을 것
임.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교회의 백
성 가운데서 헤아림을 받지 못할 것
임. 주전120~100년경.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자라나는 세
대 중 베냐민 왕이 그의 백성에게 말
할 때, 어린아이여서 베냐민 왕의 말
을 알아들을 수 없었던 자가 많더니,
그들이 그 조상들의 전통을 믿지 아
니하니라.

2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말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오
심에관해서도믿지아니하였느니라.

3 이제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말
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ㄱ깨
달을 수 없었던지라, 또 그들의 마음
이완악하여졌더라.

4 이에 그들은 침례를 받으려 하
지 아니하였고, 교회에 가입하려고
도 아니하였더라. 또 그들은 그 신앙
에 관하여는 별개의 백성이었고, 후

246모사이야서 25:19~26:4

19ㄱ 안내신권.
22ㄱ 모사 18:17.
23ㄱ 안내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짊어짐.

24ㄱ 안내성약.

26 3ㄱ 안내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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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언제까지나그러하여, 그 ㄱ속되
며 죄 많은 상태에 머물렀나니, 이는
그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을 부르려
하지않았음이라.

5 그리고 이제 모사이야 왕이 다
스리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의 절반만큼도 그 수가 많지 아니하
였으나, 형제들중의 ㄱ분쟁으로말미
암아그들이더욱많아졌더라.

6 이는이렇게되었음이니그들이
그 아첨하는 말로 교회 안에 있던 많
은 자들을 속여, 그들로 하여금 많은
죄를 범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자로서 죄를 범한 자
들이 마땅히 교회로부터 ㄱ훈계를 받
아야할필요가생긴지라.

7 이에이렇게되었나니교사들이
이들을 제사들 앞에 데려와 제사들
에게 넘겨주었고, 제사들은 그들을
ㄱ대제사인앨마앞에데려가니라.

8 이제 모사이야 왕은 앨마에게
교회를다스리는권세를주었더라.

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는
그들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나, 그
들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증인이 많
았으니, 참으로 백성들이 서서 그들
의 죄악에 대하여 허다히 증거하였
더라.

10 이제 교회에 이전에는 그러한
일이 도무지 일어나지 않았었나니,
그러므로 앨마가 그 영에 곤혹함을
느껴 그들을 왕 앞에 데려가게 하였
더라.

11 왕에게이르되보소서, 여기그
들의형제들에게고소당한자들로서
우리가 왕 앞에 데려온 자들이 많이
있나이다. 더욱이 그들이 여러 가지
죄악 중에 잡혔거늘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니, 그러므
로 왕께서 그들의 범죄대로 그들을
판단하시도록, 우리가 그들을 왕 앞
에데려왔나이다하였더라.

12 그러나 모사이야 왕이 앨마에
게이르되, 보라, 내가그들을판단하
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
을 그대의 손에 ㄱ넘겨 판단 받게 하
노라하는지라.

13 이에이제앨마의영이다시곤
혹하게 되었더니, 그가 가서 이 일에
관하여 그가 무엇을 하여야 할지를
주께 여쭈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 행할 것을 두려워하
였음이라.

1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하
나님께 그 온 영혼을 쏟아 낸 후, 주
의음성이그에게임하여이르시되,

15 앨마야, 네가 복이 있으며, 몰
몬의 ㄱ물에서침례받은자들도복이
있도다. 네가복된것은나의종아빈
아다이의 그 말만을 믿는 너의 심히
큰ㄴ신앙으로인함이요,

16 또 그들이 복됨은 네가 그들에
게한그말만을믿는그들의심히큰
신앙으로인함이요,

17 또 네가 복됨은 네가 이 백성
가운데 ㄱ교회를 세웠음으로 인함이

4ㄱ 안내육에 속한 사람.
5ㄱ 안내배도; 다툼.
6ㄱ 앨 5:57~58; 6:3. 안내

경고하다, 경고.
7ㄱ 모사 29:42.

12ㄱ 교성 42:78~93.

15ㄱ 모사 18:30.
ㄴ 모사 17:2. 안내신앙.

17ㄱ 모사 25:19~24.



니, 그들은굳게세워질것이요, 그들
은내백성이되리라.

18 참으로기꺼이내ㄱ이름을받들
고자 하는 이 백성에게 복이 있도다.
이는내이름으로그들이일컬음을받
을것임이니, 그들은나의것이니라.

19 또 네가 범법자에 관하여 나에
게물었으므로네가복이있도다.

20 너는내종이라. 내가너와성약
하노니너로ㄱ영생을갖게하리라. 그
런즉 너는 나를 섬기며 내 이름으로
나아가서내양을함께모을지니라.

21 그리고 내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는 내 ㄱ양이 될 것이요, 그를 너희
가 교회에 받아들일지니, 그를 내가
또한영접하리라.

22 이는 보라, 이는 내 교회라.
ㄱ침례받는자는누구든지회개에이
르는 침례를 받아야 할 것임이라. 또
누구든지 너희가 받아들이는 자는
내 이름을 믿을지니, 그를 내가 널리
ㄴ용서하리라.

23 이는세상의죄를ㄱ짊어지는자
가나임이니, 이는그들을ㄴ창조한자
가나요, 끝까지믿는자에게내우편
에처소를허락하는자도나임이라.

24 이는보라, 내이름으로그들은
일컬음을 받으며, 만일 그들이 나를

ㄱ알면 나아와, 내 우편에 영원히 처
소를갖게될것임이라.

25 또이같이되리니ㄱ둘째나팔이
울릴때그때나를결코ㄴ알지못했던
자들이나아와내앞에설것이라.

26 그때그들이내가주그들의하
나님인 줄을, 내가 그들의 구속주인
줄을 알리라. 그러나 그들이 구속되
지아니할것이라.

27 그때 내가 그들에게 선언하기
를내가결코너희를 ㄱ알지못하였다
하리니, 그들이 ㄴ떠나 악마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ㄷ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28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내 음성을 ㄱ듣고자 아니하는
자, 그를 너희는 내 교회에 받아들이
지말지니, 이는그를내가마지막날
에받아들이지아니할것임이니라.

29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가라. 그리고누구든지내게대
하여범법하는자, 그를그가범한죄
에 ㄱ따라 너희가 ㄴ판단할 것이요, 만
일 그가 너와 내 앞에 자기 죄를 ㄷ고
백하고, 그마음의진실함으로 ㄹ회개
하거든, 그를 너희는 ㅁ용서하라, 나
도그를용서하리라.

30 참으로 또한 나의 백성이 ㄱ회

248모사이야서 26:18~30

18ㄱ 모사 1:11; 5:8. 
안내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짊어짐.

20ㄱ 안내택하다, 택함; 영생.
21ㄱ 안내선한 목자.
22ㄱ 니후 9:23.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
ㄴ 안내용서하다; 죄 사함.

23ㄱ 안내구속주.

ㄴ 안내창조하다, 창조.
24ㄱ 요 17:3.
25ㄱ 교성 88:99, 109.

ㄴ 교성 76:81~86.
27ㄱ 마 7:21~23.

ㄴ 눅 13:27.
ㄷ 교성 76:43~44.

28ㄱ 니후 9:31; 교성 1:14.
29ㄱ 안내책임지다. 책임질

수 있는, 책임질 수

있음.
ㄴ 안내심판하다, 심판.
ㄷ 3니 1:25. 

안내고백하다, 고백.
ㄹ 안내회개하다, 회개.
ㅁ 안내용서하다.

30ㄱ 겔 33:11, 15~16; 
행 3:19~20; 
모사 29: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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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할 ㄴ때마다내게대한그들의범법
을내가사하리라.

31 이에 너희도 너희의 범법을 서
로 ㄱ용서하라. 이는 진실로 내가 너
희에게 이르거니와, 그 이웃이 내가
회개하노라 할 때 그 이웃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스스로
를정죄아래들게하였음이니라.

32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가라.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
개하고자 아니하는 자, 그는 내 백성
가운데헤아림을받지못하게할지니,
이때로부터앞으로이를지킬지니라.

3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이말씀을듣고그것들을기록하였으
니 이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고자 함
이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그 교회
의백성을판단하고자함이었더라.

3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
가 주의 말씀대로 가서 죄악 중에 잡
힌자들을판단하였더라.

35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
개하고그것을 ㄱ고백하는자들, 그들
은 그가 교회의 백성 가운데 헤아렸
으나,

36 또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
고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고자 아니
하는 자들, 그들은 교회의 백성 가운
데 헤아림을 받지 못하였고 그들의
이름은ㄱ지워졌더라.

3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교회의 제반 일을 바로잡으매, 그들

이 다시 평화를 누리며 교회의 일에
있어 심히 번성하기 시작하고, 하나
님 앞에 신중히 행하며, 많은 자들을
받아들이며 많은 자들에게 침례를
주니라.

38 이에이제이모든일을앨마와
교회를 돌보는 그의 동역자들이 행
하되, 부지런함을 다하는 중에 행하
며,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
며, 온갖고난을받으며, 하나님의교
회에 속하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핍박을받는가운데그리하였더라.

39 또 그들은 그 형제들을 권고하
였고, 그들은 또한 각자 자기의 죄,
곧 자기가 범한 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ㄱ권고하심을 받았으며, 쉬
지 않고 ㄴ기도하며, 범사에 ㄷ감사를
드리도록하나님께명을받았더라.

제 27 장

모사이야가핍박을금하고평등을명
함－앨마이세와모사이야의네아들
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를 꾀함－한
천사가나타나그들에게악한행동을
그칠것을명함－앨마가충격을받아
말 못하는 자가 됨－모든 인류는 구
원을얻기위해거듭나야함－앨마와
모사이야의아들들이기쁜소식을선
포함. 주전100~92년경.

그리고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믿지

30ㄴ 모로 6:8.
31ㄱ 3니 13:14~15; 

교성 64:9~10.
35ㄱ 안내고백하다, 고백.

36ㄱ 출 32:33; 앨 1:24. 
안내생명책; 파문.

39ㄱ 안내경고하다, 경고.
ㄴ 니후 32:8~9.

ㄷ 안내감사한, 감사,
감사드림.



아니하는자들로부터교회에가해지
는 핍박이 너무 커진지라 교회가 이
일에 관하여 불평하며, 그들의 지도
자들에게불평을호소하기시작하더
니, 그들이 앨마에게 불평을 호소하
였더라. 그리고 앨마가 그 문제를 그
들의 왕 모사이야 앞에 제출하니 모
사이야가 그의 제사들과 더불어 의
논하였더라.

2 그리고이렇게되었나니모사이
야왕이그땅주변에두루포고를보
내어 누구든지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들 중 아무
라도ㄱ핍박하지말것이라하니라.

3 또 모든 교회에는 두루 엄한 명
령이 있어 그들 가운데 핍박이 없을
것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ㄱ평등이
있을것이며,

4 교만이나 거만이 그들의 ㄱ화평
을 어지럽히게 말 것이며, 각 사람은
그이웃을자신과같이 ㄴ여기며자신
들의 생계를 위하여 자기 스스로의
손으로일하였더라.

5 참으로 또한 그들의 모든 제사
와 교사들도 병이나 심한 궁핍에 처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자신들의 생계를 위하여 자기 스스
로의손으로 ㄱ일할것이라하였으니,
이렇게 행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하
나님의ㄴ은혜가넘쳤더라.

6 이에 그 땅에 다시 많은 화평이
있기 시작하였고, 백성들은 그 수가
심히많아지기시작하여, 지면에널리

참으로 북에 그리고 남에, 또 동에 그
리고서에흩어져그땅각지에큰성
읍과마을들을세우기시작하였더라.

7 또 주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매, 그들이 크
고부강한백성이되니라.

8 이제모사이야의아들들이믿지
아니하는 자들 가운데 헤아림을 받
았고, 또한 앨마의 ㄱ아들 중 하나도
그들 가운데 헤아림을 받았으니, 그
는 그 부친을 따라 앨마라 불리웠으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심히 사
악하고 ㄴ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었
더라. 또그는말을잘하는자였던지
라, 백성들에게 아첨하는 말을 많이
하였나니, 그러므로 그가 백성 중 많
은 자들을 이끌어 그의 죄악을 좇아
행하게하였더라.

9 이에 그가 하나님의 교회의 번
영에 큰 방해거리가 되어 백성들의
마음을 ㄱ도적질해가며, 백성가운데
많은 분쟁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원
수로 하여금 그 권능을 그들에게 행
사할기회를주었더라.

10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그
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 여
기저기다니고있을때, 이는그가모
사이야의 아들들과 함께 은밀히 다
니며 하나님의 계명, 또는 실로 왕의
명령에 반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며,
주의 백성을 길 잃게 하려고 꾀하였
음이라－

11 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른

250모사이야서 27:2~11

27 2ㄱ 안내박해하다, 박해.
3ㄱ 모사 23:7; 29:32.
4ㄱ 안내평화.

ㄴ 안내존중하다.
5ㄱ 모사 18:24, 26.
ㄴ 안내은혜.

8ㄱ 안내앨마, 앨마의 아들.
ㄴ 안내우상 숭배.

9ㄱ 삼하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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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ㄱ거역하며
여기저기 다니고 있을 때, 보라 주의
ㄴ천사가 그들에게 ㄷ나타났더니, 그
가 마치 구름에 둘러싸인 듯 하강하
여 마치 우레와도 같은 소리로 말한
지라, 그음성으로인해그들이서있
는땅이진동하였더라.

12 이에 그들의 놀라움이 심히 커
서 그들이 땅에 엎드러져, 천사가 그
들에게하는말을깨닫지못하더라.

1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외쳐 이르되, 앨마야, 일어나 앞으로
나서라,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교
회를 핍박하느냐? 주께서 말씀하시
되, ㄱ이는 내 교회라, 내가 이를 세우
리니, 내 백성의 범법이 아니고는 아
무것도 이를 전복하지 못하리라 하
셨느니라.

14 또 천사가 다시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백성의 ㄱ기도와, 또한 네
아비인 그 종 앨마의 기도를 들으셨
으니, 이는그가네게관하여곧네가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되기를 많은
신앙으로기도하였음이니라. 이러므
로 네게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깨
닫게 하여, 그 종들의 ㄴ기도가 그들
의 신앙에 따라 응답되게 하려는 이
목적으로내가왔노라.

15 또이제볼지어다, 너희가하나
님의권능을논박할수있느냐? 보라,
내 음성이 땅을 진동시키지 아니하
느냐? 너희가또한너희앞에나를볼
수 있지 아니하느냐? 나는 하나님에

게서보내심을받았느니라.
16 이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가

라, 가서 힐램 땅에서와 니파이 땅에
서 네 조상들이 사로잡혔던 것을 기
억하고, 주께서 그들을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는 그들이 속박되어 있었고 그가 그
들을 ㄱ건지셨음이니라. 그리고 이제
내가 너 앨마에게 이르노니, 네 길을
가고,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 무너뜨
리기를 꾀하지 말라. 그리하여 그들
의기도가응답되게하되, 설혹네스
스로는버림받기를원한다할지라도
그리하라하니라.

17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이
것이 천사가 앨마에게 한 마지막 말
이라, 이에그가떠나니라.

18 이에이제앨마와그와함께한
자들이 다시 땅에 엎드러졌으니, 이
는 그들의 놀라움이 실로 컸음이라.
이는 그들 스스로의 눈으로 그들이
주의 천사를 보았으며, 그의 음성이
우레 같아 땅을 진동하게 하였고, 땅
을 진동하게 하여 그것으로 마치 갈
라질듯요동하게할수있는것이하
나님의 권능 이외에는 없다는 것을
그들이알았음이라.

19 그리고 이제 앨마의 놀라움은
너무 컸던지라 그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그입을열지못하였고, 또한그
가 약해져서 그 손도 움직일 수 없게
되매, 이러므로 그가 함께 한 자들에
의해 들려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채

11ㄱ 안내거역.
ㄴ 안내천사.
ㄷ 행 9:1~9; 앨 8:15.

13ㄱ 안내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14ㄱ 앨 10:22.

ㄴ 몰 9:36~37.
16ㄱ 모사 23:1~4.



옮겨져 이윽고 그 부친 앞에 뉘이우
니라.

20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에게 일
어났던 일을 그의 부친에게 다 고하
매, 그의 부친이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인 줄 그가 알
았음이라.

21 이에 그가 허다한 무리로 함께
모이게 하여 주께서 그의 아들을 위
해, 또한 그와 함께 한 자들을 위해
무엇을행하셨는지그들로목격하게
하니라.

22 또 그가 제사들을 함께 모이게
하매, 이에 그들이 금식하며, 주께서
앨마의 입을 여시어 그로 말하게 하
실 것과 또한 그의 사지가 힘을 얻기
를－그리하여 백성들의 눈이 떠져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보고 알
게 되기를 주 그들의 하나님께 기도
하기시작하였더라.

2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이틀 밤 이틀 낮 동안 금식하며 기도
하고 난 후, 앨마의 사지가 그 힘을
얻었고, 그가 일어서서 그들에게 말
하기시작하여그들에게안심하기를
구하니라.

24 그가말하기를, 이는내가내죄
를 회개하고 주께 ㄱ구속함을 받았음
이라. 보소서내가영으로났나이다.

25 또주께서내게이르시되, 모든
인류, 참으로남자와여자, 모든나라
와족속과방언과백성이반드시 ㄱ거

듭나야 함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곧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 ㄴ속되고 타락
된 상태에서 의로움의 상태로 ㄷ변화
되어,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아 그의
아들과딸이되어야하나니,

26 또 이같이 하여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이를 행하지 않는 한, 그들은 ㄱ결단
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리라하셨나이다.

27 내가 여러분께 이르거니와, 이
러한 경우가 아닌 한 그들은 반드시
버림받을 것이요, 이를 내가 아는 것
은내가버림받을듯하였던까닭이라.

28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난
을 헤쳐 지나며, 죽음 가까이에 이르
도록회개하고나서, 주께서자비하신
가운데 나를 ㄱ영원히 타는 것에서 빼
내시기를 합당하게 여기셨나니, 이에
이제내가하나님에게서났나이다.

29 내 영혼이 쓰디쓴 담즙과 죄악
의 결박에서 구속함을 받았나이다.
내가 캄캄한 암흑의 심연 가운데 있
었으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보나이다. 내 영혼이 영원한 고
통으로 ㄱ괴로움을 당하였으나, 내가
빼내심을입어, 내영혼이더이상고
통을받지아니하나이다.

30 내가 내 구속주를 배척하고 우
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바를 부인하
였었으나, 이제 그가 오실 것을 그들
이미리볼수있음과그는그창조하

252모사이야서 27:20~30

24ㄱ 니후 2:6~7. 
안내구속하다,
구속받은, 구속.

25ㄱ 롬 6:3~11; 모사 5:7; 

앨 5:14; 모세 6:59. 
안내거듭난,
하나님에게서 난.

ㄴ 안내육신에 속한.

ㄷ 모사 3:19; 16:3.
26ㄱ 요 3:5.
28ㄱ 니후 9:16.
29ㄱ 모사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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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모든 피조물들을 기억하심을 부
인하지 아니하노니, 그는 만민에게
스스로를나타내보이시리라.

31 참으로 ㄱ모든 무릎이 꿇을 것
이요, 모든혀가그의앞에고백할것
이라. 곧 마지막 날, 만인이 서서 그
에게 ㄴ심판받게 될 때, 그때 그들이
그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것이요,
그때세상에서 ㄷ하나님없이사는자
들이 그들에게 내려지는 영원한 형
벌의 심판이 공의로움을 고백하리
니, 그들이 ㄹ모든 것을 살피시는 그
의 눈길 아래 심히 떨며, 전율하며,
움츠러지리이다.

32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이
때로부터앨마가백성들을가르치기
시작하였고, 천사가 나타났을 때 앨
마와 함께 있던 자들도 그리하여, 그
들이 그 온 땅 주변을 두루 다니면서
온 백성에게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공포하고, 많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
의 말씀을 전파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심히 핍박을 받고 그들 중
많은자들에게매를맞았더라.

33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
고 그들이 교회에 많은 위로를 주었
나니,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오래 참음과 많은 노고로써 그들을
권면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였더라.

34 그리고 그들 중 넷은 모사이야
의 ㄱ아들들이었고, 그들의이름은암

몬과 아론과 옴너와 힘나이였으니,
이는모사이야의아들들의이름이었
더라.

35 이에 그들이 제이라헤믈라 온
땅과 모사이야 왕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백성 가운데로 두루 다니면서,
그들이 교회에 입힌 모든 피해를 보
상하려 열심히 노력하여 그들의 모
든죄를고백하며, 그들이본모든것
을 공포하며, 그들의 말을 듣기 원하
는 모든 자에게 예언과 경전을 설명
하니라.

36 이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많은 자들을 진리의
지식에, 참으로 그들의 구속주에 대
한지식에이르게하였느니라.

37 이에그들이얼마나복있느냐!
이는 그들이 평화를 ㄱ공포하였으며,
선한 일의 ㄴ좋은 소식을 공포하였으
며, 주께서 다스리심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음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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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이야의 아들들이 레이맨인들에
게 복음을 전파하러 감－선견자의
돌 두 개를 사용하여 모사이야가 야
렛인의판을번역함. 주전92년경.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모사이야의
ㄱ아들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고 나
서, 적은 수를 데리고 그들의 부친인

31ㄱ 빌 2:9~11; 모사 16:1~2;
교성 88:104.

ㄴ 안내예수 그리스도－
심판자.

ㄷ 앨 41:11.
ㄹ 안내하나님.

34ㄱ 안내암몬, 모사이야의
아들.

37ㄱ 사 52:7; 모사 15:14~17.
안내전파하다.

ㄴ 안내복음.
28 1ㄱ 모사 27:34.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그들이
택한바이들과함께 ㄴ니파이땅으로
올라가 그들이 들은 것을 전파하며,
그들의형제레이맨인들에게하나님
의 말씀을 나누어 주도록 허락해 줄
것을구하니－

2 그리함으로써혹그들로주그들
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하
며, 그들로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고, 혹 니파이인들에 대한
그들의 ㄱ증오를 치료하여, 그들 역시
주 그들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되고, 서로 친근하게 되어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모든 땅에
더이상다툼이없게하려함이라.

3 이제 그들은 모든 피조물에게
구원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했나
니, 이는 어느 사람의 ㄱ영혼이라도
멸망한다는것을그들이 ㄴ견딜수없
었음이라. 참으로 어느 영혼이라도
ㄷ끝없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바
로 그 생각조차 그들을 심히 떨게하
며전율하게하였더라.

4 이에 이같이 참으로 주의 영이
그들에게 역사하신 것은, 그들이 바
로죄인중에가장 ㄱ비천한자들이었
음이라. 그러나 주께서 그의 무한하
신 ㄴ자비로 그들을 아끼시기를 합당
하게 여기셨더라. 그러할지라도 그
들이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혼
의 고뇌를 많이 겪었으니, 많은 고난

을 겪으며 영원히 버림 받을 것을 두
려워하였더라.

5 그리고이렇게되었나니그들이
니파이 땅으로 올라가고자 여러 날
을그부친에게간청하는지라.

6 모사이야 왕이 가서 그 아들들
을 말씀을 전파하도록 레이맨인들
가운데로 올라가게 해야 할지 주께
여쭈었더라.

7 그리고주께서모사이야에게이
르시되, 그들로 올라가게 하라, 이는
많은 자들이 그들의 말을 믿을 것이
요, 그들이영생을얻을것이며, 내가
네 아들들을 레이맨인들의 손에서
ㄱ건져낼것임이니라하시는지라.

8 이에이렇게되었나니모사이야
가 그들로 하여금 가서 그들의 요청
대로행할것을허락하니라.

9 이에그들이레이맨인들가운데
서 말씀을 전파하러 올라가려고 광
야로 ㄱ여행을떠났으니, 이후에내가
그들의행한바를ㄴ이야기하리로다.

10 이제 모사이야 왕에게는 왕국
을넘겨줄자가없었나니, 이는그의
아들 중 아무도 왕국을 받으려 하는
자가없었음이러라.

11 그러므로 그가 림하이의 백성
에 의해 발견되었고, 림하이의 손으
로그에게전달된 ㄱ금판에있는기록
을 번역하여 이를 기록하게 한 후,
ㄴ놋쇠판에 새겨진 기록과 또한 니파

254모사이야서 28:2~11

1ㄴ 옴 1:12~13; 
모사 9:1.

2ㄱ 야곱 7:24.
3ㄱ 안내영혼－영혼의 가치.
ㄴ 앨 13:27; 

3니 17:14; 

모세 7:41.
ㄷ 야곱 6:10; 

교성 19:10~12.
4ㄱ 모사 27:10.
ㄴ 안내자비로운, 자비.

7ㄱ 앨 19:22~23.

9ㄱ 앨 17:6~9.
ㄴ 앨 17~26.

11ㄱ 안내금판.
ㄴ 안내놋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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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판들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가 지키고 보존해 온 모든 것을 취
하니라.

12 또이렇게그가행한것은그의
백성의 간절한 열망으로 인함이니,
이는 그들이 멸망당한 그 백성에 관
하여 알기를 원하여 마지 아니하였
음이라.

13 그리고이제그는활모양의두
테에 박힌 ㄱ돌 두 개를 사용하여 그
기록을번역하였더라.

14 이제 이러한 것은 언어를 해석
할 목적으로, 태초로부터 예비되어
대대로전해져내려왔고,

15 또이러한것이주의손으로지
켜지고보존되어온것은, 그가이땅
을 소유하게 될 모든 피조물에게 그
의 백성의 죄악과 가증함을 드러내
시려하심이라.

16 그리고 누구든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를, 옛적 방식을 따라
ㄱ선견자라일컫느니라.

17 이제 모사이야가 이 기록 번역
하기를 마치고 나니, 보라, 그것은
ㄱ멸망당한그백성의기사를, 그들이
멸망당한때로부터거슬러저 ㄴ큰탑
을 쌓기까지, 곧 주께서 백성들의 언
어를 ㄷ혼잡하게하시매그들이온지
면에 널리 흩어졌던 때까지 이르고,
또한 그때로부터 거슬러 아담의 창
조때까지, 말해주고있더라.

18 이제 이 기사가 모사이야의 백
성들로 심히 슬퍼하게 하였나니, 참

으로 그들이 슬픔으로 가득하게 되
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사
가 많은 것을 그들에게 알려 주었으
매, 그로인해그들이기뻐하였더라.

19 그리고 이 기사는 이후에 기록
되리니, 이는보라, 이기사에기록된
것을 만백성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
음이니라.

20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
른 것같이, 모사이야 왕이 이 일들을
행하고 난 후, ㄱ놋쇠판과 그가 간직
해 왔던 모든 것을 취하고 그것을 앨
마에게 넘겨주었으니, 이는 곧 앨마
의 아들이라. 참으로 모든 기록과 또
한 ㄴ해석기니, 이를 그에게 넘겨주
고, 그에게 이를 지키고 ㄷ보전하며,
백성들에 관하여 기록하며, 이러한
것이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나던
때로부터 후대에 전해 내려왔던 것
같이, 이를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후대에전할것을명하였더라.

제 29 장

모사이야가 왕 대신에 판사를 뽑을
것을 제안함－불의한 왕은 그 백성
을 죄악으로 인도함－아들 앨마가
백성의 뜻에 의해 대판사로 뽑힘－
그는 또한 교회를 다스리는 대제사
임－아버지 앨마와 모사이야가 죽
음. 주전92~91년경.

이제 모사이야가 이를 행하고 나서

13ㄱ 안내우림과 둠밈.
16ㄱ 모사 8:13~18. 

안내선견자.

17ㄱ 모사 8:7~12.
ㄴ 이더 1:1~5.
ㄷ 창 11:6~9.

20ㄱ 앨 37:3~10.
ㄴ 안내우림과 둠밈.
ㄷ 안내경전－경전의 보존.



온땅에, 모든백성가운데두루내보
내어, 누가 그들의 왕이 되어야 할지
그들의뜻을알고자하니라.

2 이에이렇게되었나니백성의소
리가 이르러 이르되, 우리는 왕의 아
들 아론이 우리의 왕과 우리의 통치
자가되기를원하나이다하였더라.

3 이제 아론은 니파이 땅으로 올
라갔으므로, 왕이 그에게 나라를 넘
겨줄수없었고, 아론도나라를맡고
자 아니하였으며, 모사이야의 ㄱ아들
들 중 아무도 기꺼이 나라를 맡으려
하지아니하였더라.

4 이러므로 모사이야 왕이 다시
백성 가운데로 보내되, 참으로 기록
한 말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었으니,
이것이기록된말이라일렀으되,

5 보라, 너희 내 백성, 곧 내 형제
들이여, 이는 내가 너희를 그리 여김
이어니와, 나는 너희가 생각해 보도
록 청함을 받은 의제를 너희가 생각
해 볼 것을 원하노니－이는 너희가
ㄱ왕을갖기원함이라.

6 이제내가너희에게선포하거니
와 나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는 사양하고, 나라를 맡고자 아니
하느니라.

7 그리고 이제 만일 그의 대신에
다른 이가 임명된다면, 보라 염려컨
대 너희 가운데 다툼이 일어날까 하
노니, 참으로 나라에 대한 권리를 가
진 나의 아들이 돌아서서 노하고, 이
백성 중 일부를 끌어내어 그를 따르

게하여, 그로인해너희가운데전쟁
과 다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많은
피를흘리며주의길을굽게하며, 또
한 많은 백성의 영혼을 멸망하게 할
지누가아느냐.

8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지혜롭게 되어 이 일을 생각
하자. 이는 나의 아들을 멸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니요, 다른 자
가 만일 그의 대신에 임명된다 하여
도 그를 멸할 아무런 권리가 우리에
게있어서도아니될것임이라.

9 또 만일 나의 아들이 다시 그의
교만과 헛된 것으로 돌아선다면 그
가 말했던 것을 취소하고, 나라에 대
한 그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리니, 이
로인해그와또한이백성이많은죄
를범하게되리로다.

10 그러한즉 이제 우리가 지혜롭
게되어이일들을내다보고, 이백성
들의화평에도움이될바를행하자.

11 그러므로 나의 남은 날 동안은
내가 너희 왕이 되려니와, 그럼에도
우리가 ㄱ판사들을 ㄴ임명하여, 우리
의 법에 따라 이 백성을 판단하게 하
자. 또우리는이백성의일을새로이
정비하리니, 이는 우리가 지혜 있는
자들을 임명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이 백성을 판단할 판사가 되게
할것임이니라.

12 이제 사람이 사람에게보다 하
나님께 판단 받는 것이 나으니, 이는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공의롭되, 사

256모사이야서 29:2~12

29 3ㄱ 모사 27:34.
5ㄱ 삼상 8:9~19.

11ㄱ 출 18:13~24.

ㄴ 모사 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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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의 판단은 항상 공의롭지는 아니
함이라.

13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하나님
의 율법을 굳게 세우며, 그의 계명에
따라이백성을판단할 ㄱ의인들로너
희 왕을 삼는 것이 가능하다면, 참으
로 만일 너희가 너희 왕으로 곧 나의
부친 ㄴ베냐민이이백성을위해행하
신 것같이 행할 사람을 둘 수 있다
면－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항상 이같이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너희가 항상 왕을 두어 너희를 다스
리게함이합당하리라.

14 또 나 자신도 내가 지닌 모든
능력과 역량을 다해 일하여, 하나님
의 계명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이 땅
에 두루 화평을 이루어, 전쟁이나 다
툼도적질이나약탈함이나살인함이
나 여하한 죄악도 있지 못하게 하려
하였고,

15 그리고 누구든지 죄악을 범한
자는그가범한범죄에따라, 우리조
상들이 우리에게 준 법에 따라 내가
ㄱ벌하였노라.

16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사람이 다 의롭지는 아니한즉,
너희를다스릴왕이나왕들을너희에
게두는것이합당하지아니하도다.

17 이는 보라, ㄱ간악한 왕 하나가
얼마나 많은 ㄴ죄악을 범하게 하며,
또한그패망은어찌그리큰지!

18 참으로 노아 왕을, 곧 그의 ㄱ사
악함과그의가증함과또한그의백성
의 사악함과 가증함을 기억하라. 얼
마나큰멸망이그들에게임하였는가
보라, 또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
아그들은ㄴ속박당하게되었느니라.

19 그리고 그들의 전지하신 창조
주의 중재가 아니었더라면, 이는 그
들의 진실한 회개로 인한 것이었거
니와, 틀림없이 그들은 지금 피할 수
없이속박된채로있을것이라.

20 그러나보라, 그가그들을건지
셨나니이는그들이그의앞에 ㄱ겸손
한 까닭이라. 그들이 그에게 간절히
ㄴ부르짖었으므로 그가 그들을 속박
에서 건져 내셨도다. 참으로 주는 모
든 경우에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서
그의 권능으로 이같이 역사하사, 그
를 ㄷ신뢰하는 자들에게 ㄹ자비의 팔
을펴시느니라.

21 또 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너희는 많은 다툼과 많
은 유혈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불
의한왕을폐위시킬수없느니라.

22 이는보라, 그에게는그의불의
한 ㄱ벗들이 있으며, 그는 자신의 주
위에 자기의 호위병들을 두며, 자기
앞서 의 가운데 다스린 이들의 법을
파기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발
아래짓밟으며,

23 또법을제정하여자기백성가

13ㄱ 모사 23:8, 13~14.
ㄴ 몰말 1:17~18.

15ㄱ 앨 1:32~33.
17ㄱ 앨 46:9~10.

ㄴ 모사 23:7~9.
18ㄱ 모사 11:1~15.

ㄴ 삼상 8:10~18; 
모사 12:1~8; 
이더 6:22~23.

20ㄱ 모사 21:13~15.
ㄴ 출 2:23~25; 

앨 43:49~50.

ㄷ 안내신뢰.
ㄹ 겔 33:11, 15~16; 

모사 26:30.
22ㄱ 왕상 12:8~14.



운데 내보내되, 참으로 그 자신의
ㄱ사악함에따른법을내보내며, 누구
든지 그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
는 멸망당하게 하며, 누구든지 그를
거역하는 자에게는 자기의 군대를
보내어 싸우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멸하리니, 이같이 한 불의한
왕이모든의의길을굽게하느니라.

24 그러므로 이제 보라 내가 너희
에게 이르노니, 그 같은 가증함이 너
희에게 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
하도다.

25 그러므로 너희는 이 백성의 소
리로써판사들을뽑아, 우리조상들이
너희에게준법에따라너희가판단을
받도록 하라. 그 법은 올바르며, 주의
손으로그들에게주신것이니라.

26 이제 백성의 소리가 무엇이라
도 올바른 것에 반하는 것을 원하는
일은 흔하지 아니하되, 백성 중 적은
부분이 바르지 못한 것을 원하는 일
은 흔하니, 그러므로 백성의 소리에
의해 너희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
를 너희가 준수하고 그것으로 너희
법을삼으라.

27 그리고 ㄱ만일 백성의 소리가
정녕 죄악을 택하는 때가 오면, 그때
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참으로 그때가 바로 그가
큰 멸망으로 너희를 벌하실 때니 곧
그가 이제까지 이 땅에 벌을 내리신
대로니라.

28 또 이제 만일 너희에게 판사들

이있고, 그들이주어진법에따라너
희를 판단하지 않거든, 너희는 그들
로 하여금 상급 판사에게 판단을 받
게할수있느니라.

29 만일 너희의 상급 판사들이 의
로운 판단을 내리지 않거든, 너희는
너희의 하급 판사 소수로 하여금 함
께 모이게 할 것이요, 그들은 백성의
소리에 따라 너희의 상급 판사들을
판단할지니라.

30 또 나는 너희에게 주를 경외함
으로 이 일들을 행하기를 명하며, 나
는 너희에게 이 일들을 행할 것과 너
희가왕을두지말것을명하노니, 만
일이백성이죄와악을범하면그죄
악이 그들 자신의 머리 위에 응답되
리로다.

31 이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
거니와, 많은 백성들의 죄가 그들의
왕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의 죄악이 그 왕들의
머리위에응답되느니라.

32 이에 이제 나는 이러한 ㄱ불평
등이 이 땅에, 특히 나의 이 백성 중
에있지않기를원하며, 또나는주께
서 우리가 살며 이 땅을 기업으로 얻
는 것을 합당히 여기시는 동안, 참으
로곧우리의후손중아무라도이땅
위에 남아 있는 동안, 이 땅이 ㄴ자유
의 땅이 되며 ㄷ각 사람이 동일하게
그 권리와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노
라하였더라.

33 그리고 모사이야 왕이 이 외에

258모사이야서 29:24~33

23ㄱ 안내악한, 악함.
27ㄱ 앨 10:19.
32ㄱ 앨 30:11.

ㄴ 니후 1:7; 10:11. 
안내해방.

ㄷ 앨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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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많은 것을 그들에게 써서 의로운
왕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걱정을 그
들에게 알려주었나니, 참으로 그들
의 백성을 위하는 영혼의 모든 노고
와, 또한 백성들이 그들의 왕에게 호
소하는 모든 불평들이라. 그가 이 모
두를그들에게설명하였더라.

34 또 그가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짐이 모든 백성에게 돌아
가서, 각 사람이 자기 몫을 감당하게
할것을그들에게이르더라.

35 또 불의한 왕이 그들을 다스림
으로써, 그들이 어떤 불리한 여건 하
에서 고초를 겪었는지를 그들에게
모두알게하였으니,

36 참으로 그의 모든 죄악과 가증
함과 모든 전쟁과 다툼과 유혈과 도
적질함과 약탈함과 음행을 범함과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온갖 죄악들
이라－그들에게이르기를이러한일
들은 마땅히 있어서 아니되며, 그러
한 것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명백히
어긋나는것이라하였더라.

37 이에이제이렇게되었나니, 모
사이야 왕이 이러한 것을 백성들 가
운데 내보낸 후 그들이 그의 말의 참
됨을깨닫게되었더라.

38 그러므로 그들이 왕을 가지려
는소망을버리고, 그온땅을통하여
각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갖기를 심
히 열망하게 되었으며, 또한 모든 사
람이 각자 자신의 죄의 보응을 기꺼
이받고자하였더라.

39 그리하여 이렇게 되었나니 그
들이누가그들의판사가되어그들에
게 주어진 ㄱ법에 따라 그들을 판단할
지에 대하여, 그들의 발언권을 행사
하기 위하여 그 땅 각처에 무리로 함
께 모였고, 그들은 그들에게 허가된
ㄴ자유로인하여심히기뻐하였더라.

40 또그들은모사이야왕에대한
사랑이 정녕 강해졌나니, 참으로 그
들은 그를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욱
존경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그를 이
익, 곧 영혼을 더럽히는 저 이득을
추구하는 폭군으로 보지 아니하였
음이니, 이는 그가 그들에게서 부를
억지로 거두지 아니하였고, 피 흘리
는 일도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땅에 ㄱ화평을 이룩하였고, 그의 백
성들을 모든 종류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었음이라. 이러므로
그들이 그를 측량할 수 없이 크게 존
경하였더라.

4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들을 다스릴, 곧 법에 따라 그들을
판단할 ㄱ판사를 임명하되, 이를 그
온땅전체를통하여행하였더라.

4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
가 초대 대판사에 임명되니라. 그는
또한 대제사라, 그의 부친이 그 직분
을 그에게 수여하고, 교회의 제반사
에관한책임을그에게맡겼더라.

43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앨
마가주의길로 ㄱ행하며그의계명을
지키며 의로운 판단을 내리매, 그 땅

39ㄱ 앨 1:14.
ㄴ 안내해방.

40ㄱ 안내화평케 하는 이.

41ㄱ 모사 29:11.
43ㄱ 안내걷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앨마서

앨마의 아들

앨마의아들이자, 니파이백성의초대대판사요, 또한교회의대제사였던
앨마의 기사. 판사 치세와, 백성 중의 전쟁과 다툼의 기사. 또한 니파이

인과레이맨인사이의전쟁의기사, 곧초대대판사앨마의기록에따른것임.

제 1 장

니허가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교회
를 설립하고 사제술을 도입하고 기
드온을살해함－니허가자신의범죄
로 처형됨－사제술과 핍박이 백성
가운데퍼짐－제사들이스스로를부
양하고 백성들은 가난한 자를 돌보
며교회가번성함. 주전91~88년경.

이제이렇게되었나니니파이백
성에 대한 판사 치세 첫해에,

이때 이후로는, 모사이야 왕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
게 행하고, 자기를 대신하여 다스릴
자를 남기지 아니하고, 온 세상이 가
는길로 ㄱ갔으되, 그럼에도불구하고
그가 ㄴ법을 제정하였었고, 그 법이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던지라, 그
러므로 그들이 그가 만든 법을 지킬
의무를지게되었더라.

2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판
사석에서 다스린 첫해에, 재판을 받
으러그의앞에끌려온 ㄱ사람이하나

에두루화평이지속되니라.
44 이같이 제이라헤믈라의 온 땅

을 통하여, 니파이인이라 일컫는 모
든 백성 가운데 판사 치세가 시작되
었으니, 앨마가 그 첫 번째 대판사이
었더라.

45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그의 부친이 죽으매, 나이 팔십이 세
라,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었
더라.

46 또 이렇게 되었나니 모사이야
도 그의 치세 제삼십삼년에 역시 죽
으매, 나이 ㄱ육십삼 세라. 모두 합하
여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때로
부터오백구년이되니라.

47 이에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
한 왕들의 통치가 끝나고, 이같이 그
들 교회의 설립자인 앨마의 생애가
끝났느니라.

260모사이야서 29:44~앨마서 1:2

46ㄱ 모사 6:4. [앨마서]

1 1ㄱ 모사 29:46.
ㄴ 예이 1:5; 

앨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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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ㄱ 앨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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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니, 그는크고, 힘이세기로유
명한자이었더라.

3 또 그가 백성 가운데로 다니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ㄱ칭하는 바
를그들에게전파하고, ㄴ교회를압박
하며, 백성들에게 선언하기를 모든
제사와 교사는 ㄷ칭찬받아 마땅하며,
자기 손으로 ㄹ일하지 않아야 하고,
백성들에 의해 부양되어야 한다 하
였더라.

4 그가또한백성들에게증거하기
를 모든 인류는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고, 또 그들은 두려워
하거나 떨 필요가 없으며, 도리어 머
리를 들고 기뻐해도 좋으니, 이는 주
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또
한 모든 사람을 구속하셨으므로, 결
국에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것
임이라하였더라.

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이
러한 것들을 많이 가르치매 많은 자
들이그의말을믿더니, 그수가많았
던지라 그들이 그를 부양하며 그에
게돈을주기시작하였더라.

6 이에 그가 그 마음의 교만 중에
자고하여져서, 매우 값진 의복을 입
기 시작하였고, 그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가 전파하는 바를 좇아 ㄱ교회를
세우기시작하였더라.

7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자기
의 말을 믿는 자들에게 가르침을 베
풀고자 가더니, 하나님의 교회에 속

한 한 사람 곧 그 교사들 중 하나를
만나매, 그가 교회의 백성들을 이끌
어 내고자 저와 더불어 격렬히 논쟁
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사람이 그에
게 맞서, 하나님의 ㄱ말씀으로 그를
훈계하였더라.

8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은 ㄱ기드온
이니, 저는 림하이의 백성을 속박에
서 건져냄에 있어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되었던자더라.

9 이제기드온이하나님의말씀으
로 그에게 맞서매 그가 기드온에게
노하여, 자기의 칼을 뽑아 저를 치기
시작하였으나, 이제 기드온이 나이
많아, 그의 공격에 능히 맞서지 못하
였나니, 이러므로저가칼에 ㄱ죽임을
당하니라.

10 이에저를죽인그사람이교회
의 백성들에게 붙잡혀, 그가 범한 범
죄대로 ㄱ재판을받기위하여앨마앞
으로끌려왔더라.

1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앨
마 앞에 서서 매우 담대히 스스로를
변호하였더라.

12 그러나 앨마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ㄱ사제술이 이 백성 가운데 도
입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니라. 또 보
라, 너는사제술의죄만있는것이아
니라, 칼로 그것을 강제하고자 하였
나니, 사제술이 이 백성 중에 강제된
다 할진대 그로 인해 이들은 온전히
멸망되리로다.

3ㄱ 겔 13:3.
ㄴ 안내적그리스도.
ㄷ 눅 6:26; 니전 22:23.
ㄹ 모사 18:24, 26; 27:5.

6ㄱ 니전 14:10.
7ㄱ 안내하나님의 말씀.
8ㄱ 모사 29:17; 22:3.
9ㄱ 앨 6:7.

10ㄱ 모사 29:42.
12ㄱ 니후 26:29. 

안내사제술.



13 또 너는 한 의로운 사람, 참으
로이백성가운데많은선을행한한
사람의 피를 흘렸나니, 우리가 너를
살려둘진대 그의 피가 ㄱ보복을 위하
여우리에게임할것이니라.

14 그러므로우리의마지막왕, 모
사이야가 우리에게 준 법에 따라 네
게사형을언도하노니, 그법은이백
성에게 인정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
므로이백성은반드시법을 ㄱ준수하
여야하느니라.

1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를 잡으매, 그의 이름은 ㄱ니허라.
그들이 그를 맨타이 언덕 꼭대기에
끌고 갔고, 거기에서 그가 백성들에
게 가르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
하는 것임을 그가 인정하게 되었으
니, 아니 그보다는 그가 스스로 인정
하였느니라. 그리고 거기서 그가 욕
된ㄴ죽음을당하니라.

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땅 도처에 사제술이 퍼지는 것을 그
치게 하지 못하였나니, 이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랑하는 자가 많아, 그
들이 나아가 거짓 교리를 전파하였
음이요, 그들이 이를 행한 것은 ㄱ부
와명예를위해서였더라.

17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법
을 두려워하여, 알려질 경우 감히
ㄱ거짓말하려 아니하였으니, 이는 거
짓말하는 자들은 처벌을 받았음이

라.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믿음에
따라 전파하는 체하였으니, 이제 법
은 ㄴ그 믿음으로 인하여서는 아무에
게도권력을미칠수없었더라.

18 또 그들은 법을 두려워하여 감
히 ㄱ도적질하려 아니하였으니, 그러
한 자들은 처벌을 받았음이요, 또한
그들이감히강탈하거나살인하려고
도아니하였으니, 이는 ㄴ살인하는자
는ㄷ사형에처해졌음이라.

19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무릇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자
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여 그리
스도의 이름을 받드는 자들을 핍박
하기시작하였더라.

20 참으로 그들을 핍박하며, 온갖
말로 그들을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겸손함으로 인함이라. 그들
이 그들 스스로의 눈에 교만하지 아
니한 연고요, 그들이 참으로 ㄱ돈 없
이값없이, 서로하나님의말씀을나
눈연고더라.

21 이제교회의백성가운데는, 교
회에 속한 자로서 어떤 사람도 일어
나교회에속하지아니한자들을 ㄱ핍
박해서는 아니되며, 또 그들 자신들
중에서도핍박이있어선아니된다는
엄격한법이있었더라.

2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많
은 자들이 교만해져서, 그들의 대적
들과 뜨겁게 다투기 시작하더니, 이

13ㄱ 안내복수.
14ㄱ 안내사형.
15ㄱ 앨 1:2.

ㄴ 신 13:1~9.
16ㄱ 안내부; 헛된, 헛된 것.
17ㄱ 안내정직한, 정직;

거짓말 함.
ㄴ 앨 30:7~12; 

신개 1:11.
18ㄱ 안내훔치다, 훔침.

ㄴ 안내살인하다.
ㄷ 안내사형.

20ㄱ 사 55:1~2.
21ㄱ 안내박해하다, 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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윽고 주먹다짐에까지 이르렀으니,
참으로 그들은 주먹으로 서로 치곤
하였더라.

23 이제이일이앨마의치세제이
년에있었고, 그일은교회에많은고
난의 원인이 되었나니, 참으로 그 일
은 교회에 있어 많은 시험의 원인이
되었더라.

24 이는 많은 자들의 마음이 완악
하여지고, 그들의이름이 ㄱ지워져그
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기억되지 못하였음이라. 또한 많은
자들이 스스로 그들 중에서 ㄴ물러갔
더라.

25 이제 이 일이 신앙 안에 굳게
선 자들에게는 큰 시험이었으나, 그
럼에도불구하고그들은확고부동하
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으며, 그들
위에 임하는 핍박을 ㄱ인내로써 견디
었더라.

26 또 제사들이 백성들에게 하나
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저들의 ㄱ일을
떠나면,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들의 일을 떠났으며, 제사
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
고 나면 그들 모두가 부지런히 그들
의 일에 다시 돌아갔으니, 제사가 스
스로를 그 듣는 자들보다 위에 있다
고 여기지 아니한 것은, 전파하는 자
가듣는자보다나을것이없고, 가르
치는 자가 배우는 자보다 더 낫지 아

니함이라. 이같이 그들이 모두 동등
하였고, 그들이 다 일하되 각 사람이
ㄴ그힘대로일하였더라.

27 또그들은각기자기가가진바
에 따라, 그 재물을 ㄱ가난한 자와, 궁
핍한자와, 병든자와, 고난당하는자
들에게 ㄴ나누어주었으며, 또그들은
값비싼 의복을 입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깨끗하고단정하였더라.

28 그리고 이와 같이 그들이 참으
로 교회의 제반사를 확립하였고, 이
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모든 핍박에
도 불구하고, 다시 계속하여 평화를
누리기시작하였더라.

29 그리고 이제, 교회의 굳건함으
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히 ㄱ부유하게
되어,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풍부하게 되었으니－양
떼와소떼와, 온갖살진짐승이풍부
하였으며, 또한 곡식과 금과 은과 귀
한것들이풍부하였으며, ㄴ비단과세
마포와 온갖 좋은 검소한 옷감이 풍
부하였느니라.

30 또 이같이, 그들이 ㄱ번영하는
가운데, 그들이 ㄴ벗은 자나 주린 자
나 목마른 자나 병든 자나 양육 받지
못한 자를 아무도 보내어 버리지 아
니하였으며, 또 그들이 재물에 그 마
음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는 사람의 ㄷ외모를 취
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있거나 교

24ㄱ 출 32:33; 모사 26:36;
앨 6:3. 안내파문.

ㄴ 앨 46:7. 안내배도.
25ㄱ 안내인내.
26ㄱ 모사 18:24, 26; 27:3~5.

ㄴ 모사 4:27; 

교성 10:4.
27ㄱ 눅 18:22; 

모사 4:26; 
교성 42:29~31.

ㄴ 안내구제, 구제를 베풂.
29ㄱ 안내부.

ㄴ 앨 4:6.
30ㄱ 야곱 2:17~19.

ㄴ 안내가난한 자.
ㄷ 앨 16:14; 교성 1:35.



회밖에있거나간에, 늙은자와젊은
자 매인 자와 자유로운 자 남자와 여
자모두에게후히나누어주었더라.

31 이에 이같이 그들은 번영하여
그들의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
보다훨씬더부유하게되었더라.

32 이는 그들의 교회에 속하지 아
니한자들이마술과 ㄱ우상숭배또는
ㄴ게으름과 ㄷ수다와 ㄹ시기와 다툼에
탐닉하며, 값비싼 의복을 입으며 그
들스스로의눈의교만중에 ㅁ자고하
여져서핍박하며거짓말하며도적질
하며 강탈하며 음행과 살인과 온갖
간악함을 범하였음이라. 그러나 법
은 가능한 대로 그것을 범하는 자 모
두에게시행되었더라.

33 또한 이렇게 되었나니 이같이
그들에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각 사
람이자기가행한바대로벌을당하였
으므로, 그들이 더욱 잠잠해져서, 알
려질경우감히아무간악함도범하려
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판사
치세제오년에이르기까지니파이백
성가운데많은평화가있으니라.

제 2 장

애믈리싸이가 왕이 되고자 꾀하나
백성의 소리에 의해 거부됨－그의
추종자들이그로왕을삼음－애믈리
싸이인들이니파이인들과전쟁을벌
여 패함－레이맨인들과 애믈리싸이
인들이힘을합하였으나패함－앨마

가애믈리싸이를죽임. 주전87년경.

또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의 치세 제
오년 초에 백성들 가운데 다툼이 생
겼으니, 이는 애믈리싸이라 하는 어
떠한 자로 인함이라. 그는 매우 간교
한 자요, 참으로 세상의 지혜로는 현
명한 자라, 그는 ㄱ기드온을 칼로 죽
이고, 법에 따라 처형된 자의 반차를
따른자더니－

2 이제 이 애믈리싸이가 그의 간
교함으로 많은 백성을 끌어내어 자
기를따르게하매, 그수효가많아그
들이 매우 강하여진지라, 그들이 애
믈리싸이를 세워 백성들의 왕을 삼
고자힘쓰기시작하였더라.

3 이제 이는 교회의 백성들과 또
한 애믈리싸이의 설득에 끌려가지
아니한 모든 이에게 놀라운 것이었
으니, 이는 그들이 알기로 법에 의하
건대 그러한 일은 백성들의 ㄱ소리로
확립되어야만하였음이라.

4 그러므로만일애믈리싸이가백
성의 소리를 얻는 일이 가능하다면,
그는 간악한 자인지라, 그들에게서
그들의 권리와 교회의 특권을 ㄱ박탈
할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멸
하는것이그의의도였음이라.

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 땅 전
역에서 백성들이 함께 모여, 애믈리
싸이에게찬성하든지혹은반대하든
지, 각사람이그생각대로따로무리
를 이루어, 서로 많은 논쟁과 경악스

264앨마서 1:31~2:5

32ㄱ 안내우상 숭배.
ㄴ 안내게으른, 게으름.
ㄷ 안내험담.

ㄹ 안내시기.
ㅁ 야곱 2:13; 앨 31:25; 

몰 8:28. 안내교만.

2 1ㄱ 앨 1:8.
3ㄱ 모사 29:25~27; 앨 4:16.
4ㄱ 앨 10:19; 힐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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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운ㄱ다툼을가졌더라.
6 이에 이리하여 그들이 함께 모

여 그 문제에 관하여 투표하고, 이를
판사들앞에제출하였더라.

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의
소리가애믈리싸이에게반대하는것
으로 나타난지라, 애믈리싸이가 백
성들의왕이되지못하였느니라.

8 이제 이는 그를 반대하던 자들
의 마음에 많은 기쁨을 안겨 주었으
나, 애믈리싸이는 자기에게 찬성하
는자들을선동하여자기에게찬성하
지않는자들에게노하게하였더라.

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함께 모여 애믈리싸이를 구별하여,
저들의왕이되게하였더라.

10 이제 애믈리싸이가 저들의 왕
이 되었을 때 저들을 명하여 저들의
형제를 대적하여 무기를 들게 하였
으니, 이렇게그가한것은저들을자
기에게복종시키고자함이었더라.

11 이제 애믈리싸이의 백성들은
애믈리싸이의 이름으로 구별되어,
ㄱ애믈리싸이인이라 일컬어졌고, 나
머지는 ㄴ니파이인, 곧하나님의백성
이라일컬어졌더라.

12 그러므로 니파이인 백성들은
애믈리싸이인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
고, 그러므로 저들을 만날 준비를 하
였으니, 참으로그들은칼과신월도와
활과 화살과 돌과 물매와 각종 온갖
전쟁ㄱ무기로스스로무장하였더라.

13 이에 이리하여 그들은 애믈리

싸이인들이 올 때 저들을 맞을 준비
가 되어 있었나니, 그들의 수효에 따
라, 대장들과 상급대장들과 총대장
들이임명되어있었더라.

14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애믈리싸
이가 자기 사람들을 각종 온갖 전쟁
무기로 무장시켰고, 그도 자기 백성
들 위에 통솔자들과 지휘관들을 임
명하여, 그들을 이끌고 그들의 형제
를치게하였더라.

1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애믈리
싸이인들은 ㄱ제이라헤믈라 땅 곁으
로 흐르는 ㄴ시돈 강 동편 앰나이후
언덕에 올라와, 거기서 니파이인들
과싸우기시작하였더라.

16 이제 앨마는 니파이 백성의
ㄱ대판사요 통치자라,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참으로 그의 대장들
과 상급대장들과 함께 그의 군대의
우두머리가 되어, 애믈리싸이인들을
대적하여싸우러올라갔느니라.

17 그리고 그들이 시돈 동편 언덕
위에서애믈리싸이인들을죽이기시
작하매, 애믈리싸이인들이 큰 힘을
내어 니파이인들과 싸웠던지라, 니
파이인들이많이애믈리싸이인들앞
에쓰러졌느니라.

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니
파이인들의 손을 강하게 하시매, 그
들이애믈리싸이인들을크게도륙하
였으니, 저들이 니파이 백성들 앞에
서도망하기시작하였느니라.

1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5ㄱ 3니 11:29.
11ㄱ 앨 3:4.

ㄴ 야곱 1:13~14; 

모사 25:12; 
앨 3:11.

12ㄱ 모사 10:81; 힐 1:14.

15ㄱ 옴 1:13~15.
ㄴ 앨 3:3.

16ㄱ 모사 29:42.



백성들이 그 날 종일토록 애믈리싸
이인들을 추격하여, 저들을 크게 도
륙하였으매, 애믈리싸이인들 가운데
ㄱ죽임을 당한 자들이 만 이천오백삼
십이 인이요, 니파이인들 가운데 죽
임을 당한 자들이 육천오백육십이
인이더라.

20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
가 애믈리싸이인들을 더 추격할 수
없게 되자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기
드온 ㄱ골짜기에 그들의 장막을 치게
하였으니, 이골짜기는 ㄴ니허의손에
칼로 죽임을 당한 기드온의 이름을
따라 불리우는 곳이라, 이 골짜기에
서 니파이인들은 밤 동안 그들의 장
막을쳤더라.

21 그리고 앨마는 정탐들을 보내
어 애믈리싸이인들의 남은 자들을
따르게 하여, 저들의 계획과 책략을
알고자 하였으니, 그리함으로써 저
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자기 백성
을 보호하여 멸망당하지 않게 하고
자함이었더라.

22 이제 그가 내보내어 애믈리싸
이인들의 진영을 살피게 한 자들은
지램과 앰노어와 맨타이와 림허라
하는 자들이었나니, 이들은 자기 사
람들과함께애믈리싸이인들의진영
을살피러나간자들이더라.

2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다음 날
그들이 크게 놀라고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황급히 니파이인들의 진
영으로돌아와이르되,

24 보라, 우리가 ㄱ애믈리싸이인
들의진영을따르는데, ㄴ니파이땅으
로가는길에, 제이라헤믈라땅위쪽,
미논 땅에서, 우리가 레이맨인의 수
많은 군사들을 보고 크게 놀랐느니
라. 또 보라, 애믈리싸이인들이 저들
과합류하였더라.

25 또저들은그땅에있는우리의
형제들을 공격하고 있어, 우리의 형
제들이 그들의 양 떼와, 그들의 아내
와, 그들의 자녀와 함께 저들 앞에서
도망하여 우리 성을 향하여 오고 있
나니, 우리가 서두르지 아니하면 저
들이 우리 성을 점령하여, 우리의 부
친들과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자
녀들이죽임을당하리라하는지라.

2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성들이 그들의 장막을 취하고, 기
드온 골짜기에서 떠나 그들의 성을
향하였나니, 이는 ㄱ제이라헤믈라 성
이라.

27 그런데보라, 그들이시돈강을
건너고있을때, 거의마치바다모래
같이 ㄱ수많은 레이맨인들과 애믈리
싸이인들이그들을멸하고자그들을
공격하였더라.

28 그럴지라도, 니파이인들은 주
의손으로 ㄱ강하게되었나니, 그들이
주께 간절히 기도하여 그들을 그 적
들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을 구하였
으므로, 주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신지라,
레이맨인들과 애믈리싸이인들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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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앞에서엎드러졌느니라.
29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애

믈리싸이와 더불어 대면하여 칼로
싸우는데, 그들이 서로 힘을 다하여
싸웠더라.

3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는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두터운 ㄱ신앙
으로 역사되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 자비를 베푸사 나의 생명을 살려
주시옵고, 그리하여나로하여금주의
손에든도구가되어이백성을구원하
며보전하게하시옵소서하였느니라.

31 이제앨마가이말을하고나서
다시 애믈리싸이와 더불어 싸우더
니, 그가 강하게 되어 애믈리싸이를
칼로죽였더라.

32 그가 또한 레이맨인의 왕과 더
불어 싸웠으나, 레이맨인의 왕이 앨
마 앞에서 뒤로 도망하여 자기의 호
위병들을 보내어 앨마와 더불어 싸
우게하였느니라.

33 그러나 앨마는, 자기의 호위병
들과 함께, 레이맨인의 왕의 호위병
들과 더불어 싸워 마침내 그들을 죽
이고물리쳤더라.

34 또 이리하여 그는 죽임을 당한
레이맨인들의 시체를 시돈 물에 던
져, 시돈 강 서편에 있는 땅 곧 다시
말해 그 둑을 말끔히 치웠으니, 이는
그리함으로써그의백성들이건너와
시돈 강 서편에서 레이맨인들 및 애
믈리싸이인들과더불어싸울공간을
갖게하고자함이라.

35 또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

이 다 시돈 강을 건너매 레이맨인들
과애믈리싸이인들은그수가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앞에서도망하기시작하였더라.

36 또 이에 저들이 니파이인들 앞
에서 서편과 북편의 광야를 향하여
그 땅 경계를 넘어 도망하매, 니파이
인들이 힘을 다하여 저들을 따라가
서저들을도륙하였더라.

37 실로 저들은 사방으로 만난 바
되어, 죽임을 당하였고 쫓기어 서편
과 북편에 흩어지기에 이르렀으며,
이윽고 허어모운츠라 하는 광야에
미치기에 이르렀으니, 이 곳은 광야
에서 굶주린 들짐승들이 들끓는 지
역이더라.

38 또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많은
자들이 그 부상으로 인하여 광야에
서죽어, 저짐승들과또한공중의수
리들에게 먹히매, 저들의 뼈가 드러
나땅위에무더기로쌓이니라.

제 3 장

애믈리싸이인들은 예언의 말씀대로
스스로 표시를 하였음－레이맨인들
은그들의반역으로말미암아저주를
받았음－사람들은 스스로 저주를 초
래함－니파이인들이 또 다른 레이맨
인군대를격파함. 주전87~86년경.

그리고이렇게 되었나니 전쟁의 무
기에 ㄱ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니파이
인들은, 죽임을 당한 자들을 묻고 나

30ㄱ 안내신앙. 3 1ㄱ 앨 2:19; 4:2.



서－이제 죽임을 당한 자들의 수를
세지 아니하였으니, 그 수가 큰 연고
라－그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 묻기
를마치고나서모두자기땅으로, 자
기 집과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에
게돌아가더라.

2 이제 많은 여자들과 아이들이
칼로 죽임을 당하였고, 또한 그들의
양 떼와 그들의 소 떼도 많이 그리되
었으며, 또한 그들의 곡식 밭도 많이
무너졌으니이는수많은사람들에게
짓밟혔음이라.

3 또 이제 시돈 강 둑 위에서 죽임
을당한레이맨인들과애믈리싸이인
들은 모두 ㄱ시돈 물에 던져졌나니,
보라 그들의 뼈가 ㄴ바다 깊은 곳에
있으며그수가많으니라.

4 또 ㄱ애믈리싸이인들은 니파이
인들과 구별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레이맨인들의 방식을 따라 자기의
이마에붉은 ㄴ표를하였음이라. 그러
나 그들이 레이맨인들처럼 그 머리
를깎지는아니하였더라.

5 이제레이맨인들의머리는깎였
으며, 그허리에두른가죽과또한허
리에 두른 그들의 무기와 그들의 활
과 그들의 화살과 그들의 돌과 그들
의물매등을제외하고는그들이 ㄱ벌
거벗었더라.

6 또 레이맨인들의 피부는 그 조
상들에게 두신 표시대로 어두웠으

니, 이는 그들의 범법과 그들의 형제
들을 대적한 그들의 반역으로 인하
여 그들에게 임한 ㄱ저주였더라. 그
형제들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인
니파이, 야곱 그리고 요셉과 샘이었
더라.

7 또 그들의 형제들은 그들을 멸
하려 하였나니, 그러므로 저들은 저
주를 받았고, 주 하나님께서는 저들,
곧 레이맨과 레뮤엘과 또한 이스마
엘의아들들과이스마엘족의여인들
에게ㄱ표를두셨더라.

8 또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의 씨가
그 형제들의 씨와 구별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로 말미암아 주 하나님께
서 자기 백성을 보전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ㄱ섞여서 그들의 멸망을 초래
할 그릇된 ㄴ전통을 믿지 않게 하려
하심이더라.

9 또이렇게되었나니누구든지그
씨를레이맨인들의씨와섞는자는동
일한저주를그씨에초래하였더라.

10 그러므로 누구든지 스스로 레
이맨인들에게 이끌려 가는 자는 그
칭호하에 일컬음을 받았고, 그에게
는두신표가있었더라.

11 또 이렇게 되었나니 누구든지
레이맨인들의 ㄱ전통을 믿지 아니하
고, 예루살렘 땅에서 가지고 나온 그
기록과 또한 그 조상들의 올바른 전
통을 믿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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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지키는 자들은 그때로부터 니
파이인들, 곧 니파이 백성이라 일컬
음을받았나니－

12 자기 백성과 또한 레이맨인 백
성에관한 ㄱ참된기록을해온자들이
이들이라.

13 이제 우리는 애믈리싸이인들
에게로 다시 돌아가리니, 이는 그들
에게도그들위에둔 ㄱ표가있었음이
라. 참으로 그들은 스스로의 위에 그
표를두었으니, 곧그이마에붉은표
를둔것이라.

14 이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루어졌나니, 이는 그가 니파이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함이라. 보라, 레이
맨인들을 내가 저주하였나니, 내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그들이
그 간악함을 회개하고 내게로 ㄱ돌이
키지않는한, 내가그들에게표를두
어, 이때로부터 이후 영원히, 그들과
그들의 씨가 너와 네 씨에게서 나뉘
게하리라.

15 또그씨를네형제들과혼합하
는 자에게는 내가 표를 두어, 그들로
도저주를입게하리라.

16 또너와네씨를대적하여싸우
는자에게는내가표를두리라.

17 또 거듭 내가 말하노니 네게서
떠나는 자는 더 이상 네 씨라 칭함을
받지못할것이요, 너와, 누구든지네
씨라 칭함을 받게 될 자에게는, 지금
부터 영원히, 내가 복을 주리라 하셨
나니, 니파이에게와 그의 씨에게 하

신주의약속이이러하였더라.
18 이제 애믈리싸이인들은 스스

로 그 이마에 표시를 하기 시작하였
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
고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럼
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드러내어 놓
고하나님을 ㄱ거역하고나온것이니,
그러므로 그들에게 저주가 내리는
것이마땅하였느니라.

19 이제 나는 그들이 ㄱ저주를 자
초한 것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저주를 받는 각 사람은 이와 같이 자
기자신의정죄를자초하느니라.

20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애믈리
싸이인들과 레이맨인들이 제이라헤
믈라땅에서싸운지여러날되지아
니하여, 첫번 군대가 애믈리싸이인
들을 만났던 ㄱ동일한 장소에서, 또
다른 레이맨인들의 군대가 들어와
니파이백성을공격하니라.

2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을
저들의 땅에서 몰아 내도록 한 군대
가보냄을받았더라.

22 이제앨마자신은ㄱ부상을입었
던지라 이때에 레이맨인들을 대적하
여싸우러올라가지아니하였으나,

23 저들을 대적하도록 수가 많은
한 군대를 올려 보내매, 그들이 올라
가서 레이맨인들을 많이 죽이고, 그
들중남은자들을그들의땅경계밖
으로몰아내었더라.

24 그러고 나서 그들이 다시 돌아
와 그 땅에 평화를 이루기 시작하였

12ㄱ 모사 1:6; 이더 4:6~11.
13ㄱ 앨 3:4.
14ㄱ 니후 30:4~6.

18ㄱ 4니 1:38. 
안내거역.

19ㄱ 니후 5:21~25; 

앨 17:15.
20ㄱ 앨 2:24.
22ㄱ 앨 2:29~33.



고, 한동안 그들의 대적들로 말미암
아괴로움을당하지아니하였느니라.

25 이제 이 모든 일이 판사 치세
제오년에 이루어졌나니, 참으로 이
모든 전쟁과 다툼이 그 해에 시작되
어그해에끝났더라.

26 이리하여 한 해 동안에 수천수
만의 영혼이 영원한 세상으로 보내
졌나니, 그 행위가 착했든지 아니면
그 행위가 나빴든지, 그 행위를 따라
그들이자기의 ㄱ보상을거두게될것
이요, 그리하여 착한 영이든지 나쁜
영이든지, 그들은 순종하기를 원한
영에 따라, 영원한 행복이나 영원한
비참을거두게되리라.

27 이는 각 사람은 자기가 ㄱ순종
하기를원한자에게 ㄴ삯을받음이요,
이는 예언의 영의 말씀대로인즉, 그
러므로 진리대로 될지어다. 이같이
판사치세제오년이끝나니라.

제 4 장

앨마가 수천의 돌이킨 자에게 침례
를 베풂－죄악이 교회에 들어와 교
회의 발전이 방해받음－니파이하가
대판사로 임명됨－앨마는 대제사로
서성역에헌신함. 주전86~83년경.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성
에 대한 판사 치세 제육년에, ㄱ제이

라헤믈라 땅에 다툼이나 전쟁이 없
었으나,

2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되, 참으
로 그들의 형제들을 ㄱ잃음으로 말미
암아, 또한 그들의 양 떼와 소 떼를
잃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발 아래 짓
밟혀 레이맨인들에 의해 훼파된 바,
그들의곡식밭을잃음으로말미암아
크게고난을당하였더라.

3 이에 그들의 고난이 어찌나 컸
던지 모든 사람에게 애통함이 있었
고, 그들은 이것이 그들의 간악함과
그들의가증함으로인하여그들위에
보내신 하나님의 심판이라 믿은지
라, 그러므로 그들이 일깨움을 받아
그들의의무를기억하게되었더라.

4 이에 그들이 더욱 온전히 교회
를 세우기 시작하였고, 또한 많은 자
들이시돈물에서 ㄱ침례를받고하나
님의 교회에 가입하였으니, 참으로
그들은 그 부친 앨마의 손으로, 교회
의백성위에 ㄴ대제사로성별된앨마
의손으로침례를받았더라.

5 또이렇게되었나니판사치세제
칠년에 하나님의 ㄱ교회에 연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가 대략 삼천오백 인
가량있었으며, 이같이니파이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칠년이 끝났나니,
그기간동안내내평화가있었더라.

6 그리고 판사 치세 제팔년에 이
렇게 되었나니, 교회의 백성들이 그

270앨마서 3:25~4:6

26ㄱ 안내행위.
27ㄱ 롬 6:16; 

힐 14:29~31. 
안내순종, 
순종하는, 
순종하다.

ㄴ 모사 2:31~33; 
앨 5:41~42.

4 1ㄱ 옴 1:12~19.
2ㄱ 앨 2:19; 3:1~2, 26.
4ㄱ 모사 18:10~17.
ㄴ 모사 29:42.

5ㄱ 모사 25:18~23; 
3니 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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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근면함으로 얻은 바, 그들의 심
히 큰 ㄱ부와 그들의 ㄴ상품 비단과 그
들의 세마포로 인하여, 또 그들의 많
은양떼와소떼와그들의금과은과
온갖 귀한 것들로 인하여 점차 교만
해지기 시작하였고, 이 모든 것으로
그들이 그 눈의 교만 중에 자고하게
되었나니, 이는 그들이 대단히 값비
싼의복을입기시작하였음이라.

7 이제 이것은 앨마에게, 또한 앨
마가 ㄱ성별하여교회에교사와, 제사
와, 장로가 되게 한 무리 중 많은 이
들에게 많은 고난의 원인이었나니,
참으로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그들이
본 바 그들의 백성 가운데 있기 시작
한 간악함으로 말미암아 심히 비통
하게되었더라.

8 이는 교회의 백성들이 그 눈의
ㄱ교만 중에 자고하며, 그 마음을 재
물과 세상의 헛된 것에 두기 시작하
여, 서로조소하기시작하고, 그들스
스로의뜻과기뻐하는바를좇아 ㄴ믿
지 아니하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
하는것을, 그들이큰슬픔을지닌채
보고또보았음이라.

9 또 이리하여 이 판사 치세 제팔
년에교회의백성가운데큰 ㄱ분쟁이
생겼으니, 참으로 ㄴ시기함과 다툼과
악의와 핍박과 교만이 있어,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자
들의교만보다더하였더라.

10 또 이같이 판사 치세 제팔년이
끝났으니, 교회의 간악함은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큰 걸림돌
이 되었고 이리하여 교회는 발전하
지못하게되어갔느니라.

1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제구년
초에, 앨마는 교회의 간악함을 보았
고, 또한교회의ㄱ본이믿지아니하는
자들을 한 가지 죄악에서 또 한 가지
죄악으로 인도하여, 백성의 멸망을
가져오기시작하는것을보았더라.

12 참으로그가백성가운데큰불
평등을 보았으니, 어떤 이들이 그 교
만으로 자고하여, 다른 자들을 멸시
하며, ㄱ궁핍한 자와 벗은 자와 ㄴ주린
자들과목마른자들과병들고고난받
는자들에게그들의등을돌림이라.

13 이제 이것이 백성 가운데 슬피
울게 하는 큰 원인이었으나, 한편으
로 다른 이들은 스스로를 낮추어, 그
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베풀었나니, 예컨대 가난하
고 궁핍한 자들에게 그들이 가진 것
을 ㄱ나누어 주며, 주린 자를 먹이며,
예언의 영에 따를진대 장차 오실 이
이신 그리스도를 ㄴ위하여 온갖 ㄷ고
난을받으며,

14 그날을고대하며, 이같이하여
그들의죄사함을 ㄱ간직하며, 사망의
줄에서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권능과 건지심에 따른 바, 죽은

6ㄱ 안내부.
ㄴ 앨 1:29.

7ㄱ 안내권세.
8ㄱ 안내교만; 헛된, 

헛된 것.
ㄴ 앨 1:21.

9ㄱ 안내다툼.
ㄴ 안내시기.

11ㄱ 삼하 12:14; 앨 39:11.
12ㄱ 사 3:14; 야곱 2:17.

ㄴ 모사 4:26.
13ㄱ 안내구제, 구제를 베풂

ㄴ 고후 12:10.
ㄷ 안내역경.

14ㄱ 모사 4:12; 앨 5:26~35.
안내의롭게 됨, 의롭게
되다.



자의 부활로 말미암아 큰 ㄴ기쁨으로
충만하게되었더라.

15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앨
마가하나님을따르는겸손한자들의
고난과 나머지 그의 백성들에 의해
그들에게 가해지는 핍박을 보고 나
서, 또 그들의 모든 ㄱ불평등을 보고
대단히 비통하여졌으나 그럼에도 주
의영은그를떠나지아니하였더라.

16 이에그가교회의장로중에있
는 현명한 사람 하나를 골라, 백성의
ㄱ소리에 따라 그에게 권능을 주어,
그로 이미 주어진 법에 따라 법을 제
정하며, 백성들의 간악함과 범죄를
좇아 ㄴ법을 시행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하였더라.

17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은 니파이
하라, 그가 ㄱ대판사로 임명되어, 판
사직에 앉아 백성들을 판단하며 다
스리게되니라.

18 이제 교회를 관할하는 대제사
되는 직분은 앨마가 그에게 주지 아
니하였나니, 그가 대제사 직분은 스
스로 유지하였으나, 판사직은 니파
이하에게넘겨주었더라.

19 그리고그가이렇게한것은그
ㄱ자신 그의 백성 가운데, 곧 니파이
백성 가운데 나아가, 그들에게 하나
님의 ㄴ말씀을 전파하여, 그들을 ㄷ각
성시켜 그들의 의무를 ㄹ기억하게 하
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교만과

간교함과 그의 백성 중에 있는 모든
다툼을 끌어내리고자 함이었으니,
순수한 ㅁ간증으로 그들을 압도하지
아니하고는 그들을 돌이키게 할 방
도를알지못하였음이라.

20 이리하여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치세제구년초에, 앨마는ㄱ니파
이하에게판사직을넘겨주고, 하나님
의 거룩한 반차의 ㄴ대신권직에, 계시
와 예언의 영에 따라 말씀을 증거하
는일에전적으로헌신하였더라.

하나님의 거룩한 반차를 따른 대제
사 앨마가 그 땅 여러 성읍과 마을에
서두루백성들에게전한말.

제5 장에수록되어있음.

제 5 장

구원을 얻기 위하여, 사람은 회개하
고 계명을 지키며, 거듭나고 그리스
도의 피를 통하여 그 옷을 깨끗하게
하고, 겸손하며 교만과 시기를 버리
고, 의의 일을 행하여야 함－선한 목
자가 그 백성을 부르심－악한 일을
행하는자는악마의자녀임－앨마가
그의 교리의 참됨을 증거하고 사람
들에게회개하기를명함－의인의이
름은 생명의 책에 기록될 것임. 주전
83년경.

272앨마서 4:15~20

14ㄴ 안내기쁨.
15ㄱ 교성 38:27; 49:20.
16ㄱ 앨 2:3~7.

ㄴ 앨 1:1, 14, 18.
17ㄱ 앨 50:37.
19ㄱ 앨 7:1.

ㄴ 앨 31:5; 
교성 11:21~22.

ㄷ 이노 1:23.
ㄹ 모사 1:17; 

힐 12:3.
ㅁ 안내간증.

20ㄱ 앨 8:12.
ㄴ 모사 29:42; 

앨 5:3, 44,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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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백성
들에게 ㄱ하나님의 말씀을 ㄴ전하기
시작하되, 먼저 제이라헤믈라 땅에
서, 그리고거기서부터그온땅에두
루전하기시작하니라.

2 그리고이는그가제이라헤믈라
성에 세워진 교회에서 백성들에게
한말이니, 그자신의기록에따른것
이라일렀으되,

3 나 앨마는 나의 부친 앨마에 의
해 하나님의 교회를 관할하는 ㄱ대제
사로 ㄴ성별되었나니, 그는이러한일
을 행할 수 있는 권능과 ㄷ권세를 하
나님으로부터 받았느니라. 보라, 내
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니파이
의 변경에 있는 ㄹ땅, 참으로 몰몬의
땅이라 일컫는 땅에서 교회를 세우
기 시작하였고, 그는 또한 몰몬의 물
에서 그의 형제들에게 침례를 주었
느니라.

4 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권능으
로, 노아 왕의 백성의 손에서 ㄱ건져
내심을입었느니라.

5 보라, 그 후에 그들이 광야에서
레이맨인들의 손으로 ㄱ속박에 들게
되었느니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사로잡힌 가운데
있었으나, 다시 주께서 그의 말씀의
권능으로 그들을 ㄴ속박에서 건져 내
시매, 우리가 이 땅으로 인도되었고,
여기 이 땅에서도 우리가 두루 하나

님의교회를세우기시작하였느니라.
6 또한 이제 보라, 나의 형제들아

내가너희, 곧이교회에속한너희에
게 이르노니,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사로잡혔던 것을 충분히 기억 속에
간직하였느냐? 또한 너희는 그들을
향한 그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
을 충분히 기억 속에 간직하였느냐?
더욱이 너희는 그들의 영혼을 그가
지옥에서 건지셨음을 충분히 기억
속에간직하였느냐?

7 보라, 그는 그들의 마음을 변화
시키셨나니, 참으로 그가 그들을 깊
은 잠에서 깨우셨으므로, 그들이 하
나님께로 깨어났느니라. 보라, 그들
이 암흑 가운데 있었으나, 그들의 영
혼이 영원하신 말씀의 빛으로 밝혀
졌나니, 참으로그들은사망의 ㄱ줄과
지옥의 ㄴ사슬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영원한 멸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
었느니라.

8 또 이제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
희에게 묻노니, 그들이 멸망당하였
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아니라, 그들은 멸망당하지 아니
하였느니라.

9 또다시 내가 묻노니, 사망의 줄
이 끊어졌으며, 그들을 둘러쌌던 지
옥의 사슬이 풀렸느냐? 내가 너희에
게 이르노니, 그러하도다, 그 사슬이
풀렸고, 그들의 영혼은 부풀었나니,
그들은구속하시는사랑을노래하였

5 1ㄱ 앨 5:61.
ㄴ 앨 4:19.

3ㄱ 앨 4:4, 18, 20.
ㄴ 안내성임하다, 성임.

ㄷ 모사 18:13; 3니 11:25.
ㄹ 모사 18:4; 3니 5:12.

4ㄱ 모사 23:1~3.
5ㄱ 모사 23:37~39;

24:8~15.
ㄴ 모사 24:17.

7ㄱ 모사 15:8.
ㄴ 앨 12:11; 교성 138:23.



느니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구원받았느니라.

10 그러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묻
노니 어떠한 조건으로 그들은 ㄱ구원
받았느냐? 구원을 바랄 무슨 근거가
그들에게 있었느냐? 사망의 줄과 또
한 지옥의 사슬에서 그들이 놓인 까
닭이무엇이냐?

11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할 수
있노니－나의 부친 앨마가 ㄱ아빈아
다이의 입으로 전해진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또 그는 거룩한 선지
자가 아니었느냐? 그가 하나님의 말
씀을말하매, 나의부친앨마가그말
씀을믿지아니하였느냐?

12 이에그의신앙을좇아그의마
음에 크나큰 ㄱ변화가 이루어졌느니
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는모두사실이니라.

13 또보라, 그가너희조상들에게
말씀을 ㄱ전파하매, 그들의마음에또
한 크나큰 변화가 이루어져, 그들이
스스로겸손하여, 참되고 ㄴ살아계신
하나님을 ㄷ신뢰하였느니라. 또보라,
그들은 ㄹ끝까지 충실하였나니, 그러
므로그들은구원받게되었느니라.

14 또 이제 보라, 나의 교회의 형
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너희
는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ㄱ났느냐?
너희는 너희의 얼굴에 그의 형상을

지녀 보았느냐? 너희는 너희의 마음
에이크나큰ㄴ변화를경험하였느냐?

15 너희는너희를 ㄱ창조하신이의
구속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느냐? 너
희는 이 죽어야 하는 몸이 죽지 아니
할 것으로 일어나며, 이 썩어야 하는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ㄴ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서 죽어야 하는 몸으
로 행한 행위에 따라 ㄷ심판받게 될
것을, 신앙의 눈으로 고대하며 바라
보느냐?

16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는 그 날에, 너희 ㄱ복 받은 자들이여,
내게로오라, 이는보라, 지상에서너
희의 행위가 의의 행위였음이니라
라고, 너희에게 이르시는 주의 음성
을 너희가 듣는 것을 스스로 상상할
수있느냐?

17 아니면 너희가 그 날에, 주께
거짓말하여 ㄱ고하기를－주여, 지상
에서 우리의 행위가 의로운 행위였
나이다라고할수있으며, 또그리하
면 그가 너희를 구원하시리라고 스
스로상상하느냐?

18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의 모든 죄를 기억하되 참으로 너희
의모든간악함을온전히 ㄱ기억하고,
참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거
역하였음을 기억하여, 너희의 영혼
이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가득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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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ㄱ 안내구원, 구속의 계획.
11ㄱ 모사 17:1~4.
12ㄱ 안내돌이킴, 돌이키다.
13ㄱ 모사 18:7.

ㄴ 몰 9:28; 교성 20:19.
ㄷ 안내신뢰.
ㄹ 안내견디다.

14ㄱ 모사 27:24~27; 
앨 22:15. 안내거듭난,
하나님에게서 난.

ㄴ 롬 8:11~17; 모사 5:2;
모세 6:65. 
안내돌이킴, 돌이키다.

15ㄱ 안내창조하다, 창조.

ㄴ 안내부활.
ㄷ 안내심판, 마지막.

16ㄱ 마 25:31~46.
17ㄱ 3니 14:21~23.
18ㄱ 겔 20:43; 니후 9:14;

모사 3:25; 앨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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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끌
려나오게됨을상상할수있느냐?

19 내가너희에게이르노니, 그날
에 너희가 청결한 마음과 깨끗한 손
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겠느
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ㄱ형상을 너희 얼굴에 새기
고, 우러러볼수있겠느냐?

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가스스로를내어맡겨악마에게 ㄱ예
속된 자가 되었어도 너희가 구원받
을것이라생각할수있느냐?

21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가 ㄱ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 날
에 너희가 알리라. 이는 그 ㄴ옷이 씻
겨져 희게 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음이니, 참으로 그의
옷은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이, 곧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속하시려
고오실이의피를통하여 ㄷ정결하게
함을 받아,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깨
끗하게되기에이르러야하느니라.

22 또 이제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만일 너희가 너희
의 옷을 ㄱ피와 온갖 ㄴ더러움으로 더
럽힌 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너희 중 아무라도 어찌 느끼
겠느냐? 보라, 이러한것이너희를쳐
서무엇을증거하겠느냐?

23 보라 그러한 것이 너희가 살인

자인 것과 또한 너희가 온갖 간악한
죄를 범하였음을 ㄱ증거하지 아니하
겠느냐?

24 보라,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그러한 자가 그 옷이 깨끗하게 되어
흠도없으며정결하고흰, ㄱ아브라함
과 이삭과 또 야곱과 또한 모든 거룩
한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
에 앉을 자리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
하느냐?

25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니
라, 너희가 우리의 창조주를 태초로
부터 거짓말하시는 이로 만들거나,
그가태초로부터거짓말하시는이라
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자가
하늘 나라에 처소를 가질 수 있다고
너희가 생각할 수 없으리니, 그들이
내어 쫓길 것은 그들이 악마의 나라
ㄱ자녀들임이라.

26 또 이제 보라,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가마음의 ㄱ변화를경험하였고, 만일
너희가 구속하시는 사랑의 ㄴ노래를
부르고자 느꼈다면, 내가 묻고자 하
노니, ㄷ너희는 지금 그렇게 느낄 수
있느냐?

27 너희는 하나님 앞에 ㄱ책망 받
을 것 없이 스스로를 지켜 행하였느
냐? 만일 너희가 이 시간에 부르심을
받아 죽게 된다면, 너희는 너희 속으

19ㄱ 요1 3:1~3.
20ㄱ 모사 2:32.
21ㄱ 안내구원.

ㄴ 니전 12:10; 
앨 13:11~13; 
3니 27:19~20. 

ㄷ 안내순수한, 순수.

22ㄱ 사 59:3.
ㄴ 안내더러운, 더러움.

23ㄱ 사 59:12.
24ㄱ 눅 13:28.
25ㄱ 니후 9:9.
26ㄱ 안내돌이킴, 돌이키다.

ㄴ 앨 26:13.

ㄷ 모사 4:12; 
교성 20:31~34.

27ㄱ 안내의롭게 됨, 
의롭게 되다.



로 너희가 충분히 ㄴ겸손했노라고 말
할수있겠느냐? 너희의옷이장차자
기 백성을 그 죄로부터 ㄷ구속하시려
고 오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깨
끗하게 되어 희게 되었노라고 말할
수있겠느냐?

28 보라, 너희는 ㄱ교만을 벗어 버
렸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
일 너희가 그렇지 못하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아니하
였느니라. 보라, 너희는 속히 준비해
야만 하나니, 이는 천국이 곧 가까이
옴이요, 그러한 자에게는 영생이 없
음이니라.

29 보라, 내가 말하노니, 너희 중
에 ㄱ시기심을벗어버리지못한자가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러한 자는 준비되지 아니하였느니
라. 그가 속히 준비하기를 바라노니,
이는 그 시각이 가까우나, 그때가 언
제 임할는지 그가 알지 못함이요, 그
가죄없다함을얻지못함이라.

30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너희 중에 그 형제를 ㄱ업신여
기거나, 그에게 핍박을 가하는 자가
있느냐?

31 그러한자에게화있나니, 이는
그가 준비되지 아니하였음이요, 또
그때가가까웠으매그가회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구원받

을수없음이라!
32 참으로 너희 불의를 ㄱ행하는

자모두에게화있도다. 회개하라, 회
개하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33 보라, 그는 ㄱ만인에게 초청을
보내시나니, 이는자비의 ㄴ팔이그들
을 향하여 펴져 있음이라, 그가 이르
시되,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를영접하리라.

34 참으로 그가 이르시되, 내게
ㄱ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생명나무의
ㄴ열매를취하게되리니, 참으로너희
가 생명의 ㄷ떡과 물을 ㄹ마음껏 먹고
마시게되리라.

35 참으로 내게 와서 의의 일에서
결실을 거두라. 그리하면 너희가 찍
혀불에던져지지아니하리라하시느
니라－

36 이는보라, 때가가까웠은즉누
구든지 좋은 열매를 ㄱ맺지 아니하는
자, 곧누구든지의의일을행하지아
니하는 자, 그에게는 슬피 울며 애통
할일이있음이라.

37 오 너희 불의를 행하는 자들,
너희세상의 ㄱ헛된것으로부풀어오
른자들, 너희의의길을안다고고백
하였으나 그럼에도 목자 없는 ㄴ양같
이 ㄷ길을 벗어나, 목자가 너희를 ㄹ불
렀고 아직도 너희를 부르고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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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ㄴ 안내겸손한, 겸손.
ㄷ 안내구속하다,

구속받은, 구속.
28ㄱ 안내교만.
29ㄱ 안내시기.
30ㄱ 안내험담.
32ㄱ 시 5:5.

33ㄱ 앨 19:36; 3니 18:25.
ㄴ 야곱 6:5; 3니 9:14.

34ㄱ 니후 26:24~28; 
3니 9:13~14.

ㄴ 니전 8:11; 15:36.
ㄷ 안내생명의 떡.
ㄹ 니후 9:50~51; 앨 42:27.

36ㄱ 마 3:10; 7:15~20; 
3니 14:19; 교성 97:7.

37ㄱ 안내헛된, 헛된 것.
ㄴ 마 9:36.
ㄷ 니후 12:5; 28:14; 

모사 14:6.
ㄹ 잠 1:24~27; 사 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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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그의 음성에 ㅁ귀 기울
이려아니하는자들아!

38 보라, 내가너희에게이르노니,
선한 ㄱ목자가 너희를 부르시느니라.
참으로 그가 자기의 이름 곧 그리스
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부르시나니,
만일너희가ㄴ선한목자의음성에, 너
희가 일컬음을 받는 그 ㄷ이름에 ㄹ귀
를기울이려하지아니하면, 보라, 너
희는선한목자의양이아니니라.

39 그러면 이제 만일 너희가 선한
목자의양이아니라면, 무슨 ㄱ무리에
너희가 속하였겠느냐? 보라, 내가 너
희에게이르노니, ㄴ악마가너희의목
자요, 너희는 그의 무리에 속하였느
니라. 이제누가이를부인할수있느
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를 부인하는 자는 ㄷ거짓
말하는자요악마의ㄹ자녀이니라.

40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
와 무엇이든지 ㄱ선한 것은 하나님께
로부터 오며, 무엇이든지 악한 것은
악마로부터옴이니라.

41 그러므로 만일 사람이 ㄱ선한
일을 행하면 그는 선한 목자의 음성
을듣고, 참으로그를따르거니와, 누
구든지악한일을행하는자, 그는악
마의 ㄴ자녀가 되나니, 이는 그가 그
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를 따름이

니라.
42 또 누구든지 이를 행하는 자는

그에게서 자기 ㄱ삯을 받아야 하나니,
그러므로 그는 자기의 ㄴ삯으로 의에
관한것들에대하여 ㄷ사망을받아, 모
든선한일에대하여죽음이되느니라.

43 또이제나의형제들아, 너희가
나에게서 듣기를 원하노니, 이는 내
가 내 영혼의 힘을 다하여 말함이라.
이는 보라, 너희가 잘못 알아들을 수
없도록 내가 명백히 너희에게 말하
였음이니, 곧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말하였음이니라.

44 이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하나님의 ㄱ거룩한반차에따라,
이러한모양으로말하도록부르심을
입었음이니, 참으로 내가 서서 장차
올 일에 관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말
씀하신 것을 이 백성에게 증거하도
록명을받았느니라.

45 또이것이모두가아니니라. 너
희는내가스스로이러한일을 ㄱ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나는 내가 말
한이러한것이참된줄을아노라. 이
에 너희는 내가 어떻게 그러한 것의
확실함을안다고생각하느냐?

46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것들이 내게

37ㅁ 렘 26:4~5; 앨 10:6.
38ㄱ 안내선한 목자.

ㄴ 3니 15:24; 18:31.
ㄷ 모사 5:8; 앨 34:38.
ㄹ 레 26:14~20; 

교성 101:7.
39ㄱ 마 6:24; 눅 16:13.

ㄴ 모사 5:10. 안내악마.

ㄷ 요1 2:22.
ㄹ 니후 9:9.

40ㄱ 옴 1:25; 이더 4:12; 
모로 7:12, 15~17.

41ㄱ 3니 14:16~20. 
안내행위.

ㄴ 모사 16:3~5; 
앨 11:23.

42ㄱ 앨 3:26~27; 
교성 29:45.

ㄴ 롬 6:23.
ㄷ 힐 14:16~18. 

안내사망, 영적.
44ㄱ 앨 13:6.
45ㄱ 안내간증.



ㄱ알려졌느니라. 보라, 내가 여러 날
을 ㄴ금식하고기도하며나스스로이
러한 일을 알고자 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참으로 그러한 것이 참된 줄을
스스로 아는 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
의 성령으로 그것들을 내게 나타내
주셨음이니, 이는 내 안에 있는 ㄷ계
시의영이니라.

47 또 더욱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우리 조상들이 하신 말씀이 참
되다는 것이, 이같이 내게 계시되었
나니, 곧 내 안에 있는 예언의 영을
좇아서요, 또한 하나님의 영의 나타
내심에의해서니라.

48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
이든지 내가 장차 올 일에 관하여 너
희에게 말할 것은 다 참된 줄을 내가
스스로 아노라. 이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라는 것을 아노라. 참으로 그
는 아들이시요, 아버지의 독생자시
요, 은혜와 자비와 진리가 충만하시
도다. 보라, 세상의 죄, 참으로 자기
의 이름을 굳게 믿는 각 사람의 죄를
제하려오시는이가그이시니라.

49 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내가부르심을입은 ㄱ반차는이것
이니, 곧 참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
에게, 참으로이땅에거하는각사람
에게 전파하되, 참으로 늙은 자나 젊

은 자,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 참으
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노년과
또한 중년과 자라나는 세대 모두에
게, 그들이회개하고 ㄴ거듭나야한다
는 것을 전파하며, 참으로 그들에게
외치는이것이니라.

50 참으로 이같이 영이 이르시되,
너희 땅의 모든 끝이여 회개하라, 이
는 천국이 곧 가까이 이름이니라. 참
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 ㄱ영광 중
에, 그 능력과 위엄과 권능과 다스림
중에 오시느니라 하시느니라. 참으
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
에게 이르노니 영이 말씀하시되, 보
라, 온 땅의 ㄴ왕이요, 또한 하늘의 왕
의 영광이 머지 아니하여 곧 모든 인
류의 자녀들 가운데 비치리라 하시
느니라.

51 영이또내게이르시되, 참으로
큰 음성으로 내게 외쳐 이르시되, 나
아가이백성에게말하기를－회개하
라, 이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ㄱ천국을유업으로받을수없
음이니라하라하시느니라.

52 또내가너희에게이르노니, 영
이 말씀하시되, 보라, ㄱ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느니라.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ㄴ찍
혀 불에 던져지리니, 참으로 소멸될
수 없는 불이요, 곧 꺼지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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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ㄱ 고전 2:9~16.
ㄴ 안내금식하다, 금식.
ㄷ 안내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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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니라. 보라, 그리고기억하라, 거
룩하신자가이같이말씀하셨느니라.

53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이
러한 말씀에 대항할 수 있느냐? 참으
로 너희는 이러한 것을 버리고, 거룩
하신자를너희발아래ㄱ짓밟을수있
느냐? 참으로너희는너희마음의ㄴ교
만중에부풀어오를수있느냐? 참으
로 너희가 아직도 고집하여 ㄷ값비싼
옷을입으며너희마음을세상의헛된
것에, 너희의ㄹ재물에두려느냐?

54 참으로 너희는 너희가 다른 이
보다낫다고생각하기를계속하려느
냐, 참으로 너희는 너희 형제 핍박하
기를 계속하려느냐, 그들은 스스로
겸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반차를
좇아 행하나니, 이 반차로 그들은 이
교회에 인도되어 들어와 성령으로
ㄱ거룩하게 되었으며,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행위를내느니라－

55 또한 너희는 ㄱ가난한 자와, 궁
핍한 자에게 너희의 등을 돌리며, 그
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을 주지 아니
하기를계속하려느냐?

56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간
악함을 고집하려는 너희 모두여, 내
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한 자들
이 바로 속히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찍혀불에던져질자들이니라.

57 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ㄱ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르기 원
하는 너희 모두여, 너희는 악인에게
서 나와, ㄴ따로 있고, 그들의 부정한
것을만지지말라. 보라, 그들의이름
이 ㄷ지워져, 악인의 이름은 의인의
이름 가운데서 헤아림을 받지 못하
게 되리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이 이루어지리니, 이르시기를, 악인
의 이름이 내 백성의 이름과 섞이지
아니할것이라.

58 이는 의인들의 이름은 생명의
ㄱ책에 기록될 것이요, 그들에게는 내
가 내 오른편에서 한 기업을 줄 것임
이니라하셨느니라. 이제나의형제들
아, 너희가 이를 거스려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설
혹 너희가 이를 거스려 말한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반드시이루어질것임이니라.

59 대저너희중에과연어떤목자
가 많은 양을 가졌으면, 이리들이 들
어와 자기 양 떼를 삼키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또 보
라, 이리가자기양떼에들어오면그
가 그것을 몰아 내지 아니하느냐? 그
뿐 아니라 결국에는 그가 할 수만 있
다면그것을멸하리라.

60 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선한 목자가 너희를 부르시나니,
너희가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그가 너희를 자기의 무리에 인도해

53ㄱ 니전 19:7.
ㄴ 안내교만.
ㄷ 니후 28:11~14; 

몰 8:36~39.
ㄹ 시 62:10; 

교성 56:16~18.

54ㄱ 안내성결하게 됨.
55ㄱ 시 109:15~16; 야곱

2:17; 힐 6:39~40.
57ㄱ 안내선한 목자.

ㄴ 스 6:21; 9:1; 느 9:2;
살후 3:6; 

교성 133:5, 14.
ㄷ 신 29:20; 모로 6:7; 

교성 20:8.
58ㄱ 안내생명의 책.



들이실 것이요, 그러면 너희는 그의
양이라. 또 그는 너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굶주린 이리가 너희 중에 들
어옴을 용납하지 말 것을 너희에게
명하시느니라.

61 이제 나 앨마는 나에게 명하신
ㄱ이의말로너희에게명하노니, 너희
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지켜 행할
지어다.

62 내가 교회에 속한 너희에게는
명령으로 말하며, 교회에 속하지 아
니한 자들에게는 권유로 말하노니,
와서 회개에 이르는 침례를 받고, 그
리하여 너희도 ㄱ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는자가되도록하라.

제 6 장

제이라헤믈라에있는교회가정화되
고질서가세워짐－앨마가가르침을
베풀기 위해 기드온으로 감. 주전 83
년경.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제이라헤믈라 성에 세워진 교회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마친 후, 하나
님의반차를좇아그의 ㄱ손으로안수
함으로써, 교회를 감리하고 ㄴ감독할
제사와ㄷ장로를ㄹ성임하였더라.

2 또이렇게되었나니교회에속하
지 않았던 자로서 자기의 죄를 회개

하는자는누구나회개에이르는 ㄱ침
례를받고, 교회에받아들여졌더라.

3 또한 이렇게 되었나니 교회에
속한 자로서 누구든지 그 간악함을
ㄱ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
추지 아니하는 자들－그 마음의 ㄴ교
만 중에 자고하여진 자들을 내가 뜻
하노라－그들은 거부되고, 그들의
이름이 ㄷ지워져, 그들의이름이의인
들의 이름 가운데서 헤아림을 받지
못하니라.

4 이같이그들이제이라헤믈라성
에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시작하
였더라.

5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
든 이에게 자유로이 주어졌으므로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함께 모이는 특권을 빼앗기지 아니
하였음을너희가알기원하노라.

6 그럼에도하나님의자녀들은자
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영혼의 복리를 위하여 함께
ㄱ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명을
받았느니라.

7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이같이 질서를 바로잡고 나
서 그들에게서, 참으로 제이라헤믈
라성에있는교회에서떠나, 시돈강
동편으로 넘어가서 기드온 ㄱ골짜기
로 들어가니, 거기 기드온 성이라 하
는 한 성읍이 세워져 있음이라.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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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허의손에칼로 ㄴ죽임을당한사람
의 이름을 따라 기드온이라 불리우
는골짜기에있더라.

8 이에 앨마가 가서 그의 조상들
이 하신 말씀의 참됨에 대한 계시를
좇아, 또한자기백성을그죄에서구
속하시려고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
수 그리스도의 ㄱ증거를 좇아, 그의
안에 있는 예언의 영과 그가 부름 받
은 거룩한 반차를 따라, 기드온 골짜
기에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을 선포하기 시작하였으니, 기록된
바가이러하니라. 아멘.

기드온에 있는 백성에게 전한 앨마
의 말씀이니, 그 자신의 기록에 의한
것이니라.

제7 장에수록되어있음.

제 7 장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에게서 나실
것임－그는 사망의 줄을 푸시고 자
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실 것임－회
개하고, 침례받고, 계명을지키는자
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임－더러움
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할 수 없
음－겸손, 신앙, 소망 그리고 사랑을
가져야함. 주전83년경.

보라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오도록허락되었으니, 그러

므로 내가 내 말로써 참으로 내 입으
로친히너희에게 ㄱ고하고자하노라.
내가내입의말로, 너희에게말한것
이 이번이 처음인 것은, 내가 온전히
ㄴ판사직에 매여 있었으므로, 일이 많
아너희에게올수없었음이니라.

2 또 만일 판사직이 나를 대신하
여다스릴다른이에게 ㄱ주어지지아
니하였거나, 주께서 많은 자비로써
내가 너희에게 오도록 허락하여 주
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지금 이 시간
에도내가올수없었으리라.

3 보라, 나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겸손하였음과너희가계속하
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 왔음을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의 앞에서 너
희가 책망 받을 것이 없었음을 알게
되며, 제이라헤믈라에서 우리의 형
제들이 빠져 있었던 참담한 곤경에
너희가 빠져 있지 않았음을 알게 되
기를 바라는 큰 소망과 많은 바람을
가지고왔느니라.

4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을지니, 그는 그들이 다시 그의 의
의 길에 세워졌음을 나로 알게 해 주
시되, 참으로이를아는심히큰기쁨
을나에게주셨느니라.

5 또 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에 따라, 내가 너희에 관하여서도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노라. 그러나
너희에 관한 나의 기쁨이 제이라헤
믈라에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내가
겪었던 그처럼 많은 고난과 슬픔으

7ㄴ 앨 1:9.
8ㄱ 계 19:10.
7 1ㄱ 앨 4:19.

ㄴ 모사 29:42.
2ㄱ 앨 4:16~18.



로 말미암아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
노니, 이는 보라, 그들에 관한 나의
기쁨은 많은 고난과 슬픔을 헤쳐 지
난다음에야옴이니라.

6 그러나 보라, 나는 너희가 너희
형제들 같이 그처럼 심하게 믿지 않
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 줄로 믿으며,
너희가 너희 마음의 교만 중에 자고
하여지지 아니한 줄로 믿노니, 참으
로 나는 너희가 재물과 세상의 헛된
것에 너희 마음을 두지 아니한 줄로
믿노라. 참으로나는너희가 ㄱ우상들
을숭배하지아니하고, 참되시고 ㄴ살
아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원한
신앙으로, 장차 임할 너희의 죄 사유
함을고대하고있는줄로믿노라.

7 이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장차임할일이많이있으되, 보
라, 그모두보다더욱중요한일이한
가지 있음이니－이는 보라, 구속주
가 사시며 자기 백성 가운데 오시는
ㄱ때가그리멀지아니하였음이니라.

8 보라, 내 말은 그가 그의 필멸의
성막에 거하시는 때에 우리 중에 오
시겠다함이아니니, 이는보라, 영은
그러하리라고내게말하지아니하였
음이니라. 이제 이 일에 대하여는 내
가알지못하나, 이만큼내가아노니,
곧 주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에 따
르는 모든 일을 행하실 권능을 지니

셨느니라.
9 그러나 보라, 영이 나에게 이만

큼 이르셨으니, 이르시되 이 백성에
게 외쳐 이르기를－너희는 ㄱ회개하
고, 주의 길을 예비하며, 그의 길, 곧
바른 길로 행하라 하라. 이는 보라,
천국이 가까웠고, 하나님의 아들이
땅위에ㄴ오심이니라.

10 또 보라, 그는 우리 선조들의
ㄱ땅인 예루살렘에서 ㄴ마리아에게서
ㄷ나시리니, 그는 ㄹ처녀로서, 귀하고
택함을받은그릇이라, 성신의권능으
로 덮으심을 입고 ㅁ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곧하나님의아들이니라.

11 이에그가나아가사, 온갖고통
과 ㄱ고난과 시험을 당하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
어지리라는말씀을이루려하심이라.

12 또 그가 ㄱ사망을 짊어지시리
니, 이는 그의 백성을 결박하는 사망
의줄을푸시려함이요, 또그들의연
약함을 짊어지시리니, 육체를 따라,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
약함을 좇아 어떻게 ㄴ도울지 아시고
자하심이니라.

13 이제 영은 모든 것을 다 ㄱ알고
계시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따라 고난을 받으심은 자기
백성의죄를 ㄴ지심으로, 그의구원의

282앨마서 7:6~13

6ㄱ 니후 9:37; 힐 6:31.
ㄴ 단 6:26.

7ㄱ 앨 9:26.
9ㄱ 마 3:2~4; 앨 9:25.
ㄴ 모사 3:5; 7:27; 15:1~2.

10ㄱ 대상 9:3; 대하 15:9;
니전 1:4; 3니 20:29.

ㄴ 모사 3:8. 안내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ㄷ 사 7:14; 눅 1:27.
ㄹ 니전 11:13~21.
ㅁ 마 1:20; 모사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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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ㄱ 니후 2:8; 앨 12: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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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히 2:18; 4:15; 

교성 62:1.
13ㄱ 안내하나님, 신회.

ㄴ 모사 15:12. 
안내속죄하다, 속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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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좇아 그들의 범법을 지워버
리려하심이니, 이제보라, 이것이내
안에있는증거니라.

14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반드시 회개하고 ㄱ거듭나야
하느니라. 이는 영이 말씀하시되 만
일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을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하심이니
라. 그러므로 와서 회개에 이르는 침
례를받아, 너희죄에서씻음을받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신앙을 가
질지니, 그는 세상의 죄를 제하시며,
구원하시고모든불의에서깨끗하게
하시기에능하신이시니라.

15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와서 두려워 말고, 쉽게 너희를
ㄱ에워싸며, 너희를 결박하여 멸망으
로 끌어내리는 죄를 모두 버리고, 참
으로 와서 너희 하나님께 나아가, 너
희 죄를 기꺼이 회개하며 그의 계명
을 지키기로 그와 성약을 맺고자 함
을 보이고, 이를 침례의 물에 들어감
으로써 오늘날 그에게 증거하도록
하라.

16 또누구든지이를행하며, 그때
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는 내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는 것
을 기억하리니, 참으로 그가 내 안에
서 증거하시는 성령의 증거를 따라,
영생을 얻으리라고 내가 그에게 말
한것을기억하리라.

17 또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아, 너희는 이러한 것을 믿느냐? 보

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하
도다, 너희가그러한것을믿는줄내
가아노라. 너희가이를믿는줄을내
가 아는 방도는 내 안에 계시는 영의
나타내심에 의한 것이니, 이제 이에
관하여, 참으로 내가 말한 것에 관하
여, 너희의 신앙이 강함으로 나의 기
쁨이크도다.

18 이는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들처럼
곤경의 상태에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많은 바람을 내가 가졌노라 한 것같
이, 참으로그와같이나의바람이충
족되었음을내가알았음이라.

19 이는너희가의의길에있는줄
을 내가 깨달음이요, 너희가 하나님
의 나라로 인도하는 길에 있는 줄을
내가 깨달음이니, 참으로 너희가 그
의 ㄱ길을 곧게 하고 있는 줄을 내가
깨달음이니라.

20 내가 깨닫건대 그가 굽은 길로
ㄱ행하실수없으시며, 말씀하신것에
서 변경하지도 아니하시며, 오른편
에서 왼편으로, 혹은 바른 것에서 그
른 것으로 돌이키는 흔적도 갖지 아
니하시며, 그러므로 그의 진리는 하
나의 영원한 원이라는 것이, 그의 말
씀의 증거에 의해 너희에게 알려졌
도다.

21 또 그는 ㄱ거룩하지 아니한 성
전에 거하지 아니하시며, 더러움이
나 무엇이든 부정한 것은 하나님 왕
국에 받아들여질 수 없도다. 그러므

14ㄱ 안내거듭난,
하나님에게서 난.

15ㄱ 니후 4:18.

19ㄱ 마 3:3.
20ㄱ 니전 10:19; 앨 37:12;

교성 3:2.

21ㄱ 고전 3:16~17; 6:19;
모사 2:37; 앨 34:36.



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때가 이
를지라, 참으로 마지막 날에 그러하
겠거니와, ㄴ더러운자는자기의더러
움에그대로머물게되리라.

22 또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아, 내가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일
렀음은 너희를 일깨워 하나님께 대
한 너희의 의무를 깨닫게 하여, 너희
로 그의 앞에서 책망할 것 없이 행하
게 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반
차를좇아행하게하려함이니, 이반
차를 좇아 너희가 받으심을 얻었느
니라.

23 또 이제 나는 너희가 ㄱ겸손하
며, 유순하고 온화하며, 쉽게 권함을
받으며, 인내와 오래 참음이 가득하
며, 모든일에절제하며, 어느때에나
하나님의계명을지키기에부지런하
며, 영적인 것이나 현세적인 것이나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며, 너희가 받는 것이 무엇이든
지 그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
를돌리기를원하노라.

24 또 돌아보아 너희에게 ㄱ신앙과
소망과사랑이있게할지니, 그리하면
너희가항상선행이넘치게되리라.

25 또 주께서 너희를 축복하시고,
너희의 옷을 흠 없이 지키사, 너희로
결국에는 아브라함, 이삭 및 야곱과,
세상이 시작된 때로부터 있어온 거
룩한 선지자들과 더불어, 그들의 옷
이 흠 없음같이 너희의 옷이 ㄱ흠 없

는 채로 천국에 앉기에 이르게 하시
고, 다시는 나가지 않게 하시기를 바
라노라.

26 또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아, 내가 내 안에서 증거하시는 영을
좇아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하였노
니, 너희가내말에지극한열심과주
의를 기울였음으로 인하여 내 영혼
이심히기쁘도다.

27 또 이제 하나님의 ㄱ평안이 너
희 위에와, 너희 집들과 땅 위에와,
너희 양 떼와 소 떼와, 너희가 가진
모든 것, 너희의 여자들과 너희 자녀
들위에, 너희의신앙과선행을좇아,
이제로부터영원토록임하기를비노
라. 이같이내가말하였노라. 아멘.

제 8 장

앨마가 밀렉에서 가르침을 베풀고
침례를줌－그가앰몬아이하에서배
척당하고떠남－천사가그에게돌아
가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라고
명함－그가 앰율레크의 영접을 받
고, 그들 둘이 앰몬아이하에서 가르
침을베풂. 주전82년경.

그리고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
가 기록할 수 없는 많은 것을 기드온
백성에게 가르치고, 이전에 그가 제
이라헤믈라 땅에서 행한 대로 교회
의 질서를 세운 후에, 기드온 ㄱ땅에

284앨마서 7:22~8:1

21ㄴ 니전 15:33~35; 
니후 9:16; 
몰 9:14; 
교성 88:35.

23ㄱ 안내겸손한, 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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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ㄱ 벧후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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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돌아왔나니, 참으로 그가 그 행한
수고를떠나쉬고자제이라헤믈라에
있는자기의집으로돌아갔느니라.

2 그리고이같이니파이백성에대
한판사치세제구년이끝났느니라.

3 그리고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
사 치세 제십년 초에 이렇게 되었나
니, 앨마가 거기서 떠나 여행하여 광
야의 변경 서편, ㄱ시돈 강 서편의 밀
렉땅으로넘어들어가더라.

4 그리고 그가 부름을 받은 하나
님의 ㄱ거룩한반차를좇아밀렉땅에
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되, 그
가 밀렉 온 땅에서 두루 백성을 가르
치기시작하였더라.

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광야 편
에연한그땅의변경모든곳에서백
성들이그에게나아와, 그온땅각처
에서그들이침례를받으니라.

6 그리하여그가밀렉에서자기의
일을 마치고 나서 거기서 떠나, 밀렉
땅 북편으로 사흘 길을 여행하더니,
그가 앰몬아이하라 하는 성에 이르
렀더라.

7 이제 니파이인들에게는 그들의
땅과, 그들의 성읍과, 그들의 마을과,
참으로 그들의 모든 작은 동리까지,
처음 그 곳을 소유한 이의 이름을 따
라칭하는것이그들의풍습이었더니,
앰몬아이하땅역시그러하였더라.

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앰몬아이하 성에 이르렀을 때 그들
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

작하였더라.
9 이제 사탄이 앰몬아이하 성 백

성의마음을크게 ㄱ사로잡은지라, 그
러므로 그들이 앨마의 말에 귀 기울
이려하지아니하더라.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앨마가 영
으로 많이 ㄱ수고하여 ㄴ간절한 기도
로하나님과 ㄷ씨름하며그의영을성
안에 있는 백성들 위에 부어 주실 것
과, 또한 자신이 그들에게 회개에 이
르는 침례를 베풀게 하여 주실 것을
구하였더라.

11 그럼에도 그들이 그 마음을 완
악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되, 보라,
우리는네가앨마인줄알며, 또네가
너희의전통을좇아, 이땅여러곳에
세운 교회를 다스리는 대제사인 줄
도 알거니와, 우리는 네 교회에 속하
지도 아니하였으며, 그러한 어리석
은전통을믿지도아니하느니라.

12 또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는 네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고로 네
가 우리를 다스릴 권능이 없다는 것
을 알며, 또 너는 판사직을 ㄱ니파이
하에게 넘겨주었으니, 그러므로 우
리를다스리는대판사도아니니라.

13 이제 백성들이 이 말을 하고,
그의 모든 말을 대항하고, 그를 욕하
고, 그에게 침 뱉고, 그로 그들의 성
에서 쫓겨나게 하매, 그가 거기서 떠
나 아론이라 하는 성을 향하여 여행
하였더라.

1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3ㄱ 앨 16:6~7.
4ㄱ 교성 107:2~4. 

안내멜기세덱 신권.

9ㄱ 니후 28:19~22; 
교성 10:20.

10ㄱ 앨 17:5.

ㄴ 3니 27:1. 안내기도.
ㄷ 이노 1:1~12.

12ㄱ 앨 4:20.



앰몬아이하 성에 있는 백성들의 사
악함으로 인하여, 슬픔에 눌려, 많은
ㄱ환난과 영혼의 고뇌를 헤치며 그리
로 여행하고 있을 때, 이렇게 되었나
니 앨마가 이같이 슬픔에 눌려 있을
때, 보라 주의 한 ㄴ천사가 그에게 나
타나이르되,

15 앨마야, 네가 복이 있도다. 그
러므로 네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이
는네가기뻐할일이큼이니, 이는네
가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첫 전갈을
받은 때로부터 그의 계명을 충실히
지켰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 전갈을
네게 ㄱ전한자니라.

16 또보라, 나는네가앰몬아이하
성으로 돌아가 그 성 백성에게 다시
전파할 것을 네게 명하도록 보내심
을 받았나니, 참으로 그들에게 전파
하라. 참으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회
개하지 아니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
들을 ㄱ멸하실것이라하라.

17 이는 보라, 그들은 실로 이 시
간에 네 백성의 자유를 멸하고자 궁
리하고 있음이니 (이는 이같이 주께
서 말씀하심이라) 이는 그가 자기 백
성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와, 계명에
반하는일이니라하더라.

18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주의 천사로부터 그의 전갈을 받은
후 앰몬아이하 땅으로 속히 돌아가
서, 다른 길로, 곧 앰몬아이하 성 남
쪽에있는길로성에들어가니라.

19 이에그가성에들어갈새그가
주린지라, 어떤 사람에게 이르되, 당
신은 하나님의 낮은 종에게 먹을 것
을좀주시겠느냐하매,

20 그러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
되, 나는 니파이인이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인 줄 아노
니, 이는 당신이, ㄱ천사가 시현 속에
서 말하기를 네가 영접하라 한 그 사
람임이니이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가시면 내 음식을 당신께 나누어 드
리오리니, 나는 당신이 나와 내 집에
복이될줄아나이다하더라.

2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 사람
이그를자기집에영접해들이니, 그
사람은 ㄱ앰율레크라하며, 이에저가
떡과 고기를 내어와서 앨마 앞에 놓
더라.

2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떡을 먹고 배부르게 되어, 앰율레크
와 그의 집을 ㄱ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니라.

23 또앨마가먹고배부른후앰율
레크에게 이르되, 나는 앨마요, 전국
에 걸쳐 하나님의 교회를 관할하는
ㄱ대제사니라.

24 또 보라, 내가 계시와 예언의
영을좇아, 이온백성중에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있었으나, 그들이 나를 영접
하려아니하고, 도리어나를 ㄱ쫓아내
었으므로 내가 바야흐로 영원히 이

286앨마서 8:15~24

14ㄱ 안내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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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등지려하였었느니라.
25 그러나보라, 내가다시돌이켜

이 백성에게 예언할 것과 또한 그들
의 죄악에 대하여 그들을 쳐서 증거
하라는명을받았느니라.

26 이제 앰율레크여, 그대가 나를
먹이며 나를 들였으므로 그대에게
복이있나니, 이는내가여러날을금
식하였으므로주렸음이니라하니라.

27 이에 앨마가 백성들에게 가르
침을 전하기 시작하기에 앞서 앰율
레크와더불어여러날을머무니라.

28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
들은 그 죄악이 점점 더 중하게 되었
더라.

29 이에 말씀이 앨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라, 또내종앰율레크에
게도 이르기를, 나아가 이 백성에게
예언하라 하시고 이르되－너희는
ㄱ회개하라, 이는주께서이같이말씀
하심이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
면내가내분노중에이백성을징벌
하리니, 내가 내 맹렬한 노여움을 돌
이키지아니하리라하셨다하라.

30 이에 앨마와, 또한 앰율레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백성 중
에 나아가매, 그들이 성신으로 충만
하게되었더라.

31 또 그들에게 ㄱ능력을 주신지
라, 그들을 땅 밑 옥에 가둘 수 없었
으며, 아무도능히그들을죽일수없
었으나, 그럼에도 그들이 줄에 결박
되어 감옥에 던져지기까지 그들의

ㄴ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제 이렇게 된 것은 주께서 그들로 말
미암아 그의 권능을 보이시고자 하
심이었더라.

3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나아가 주께서 주신 영과 권능을 좇
아,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전파하며
예언하기시작하니라.

앨마의 말과 또한 앰율레크의 말이
니, 곧 앰몬아이하 땅에 있는 백성에
게 선포된 것이라. 또한 그들이 투옥
되었으나,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권능으로 건지심을 입음.
앨마의기록에의함.

제9장에서제14장까지수록되어있음.

제 9 장

앨마가앰몬아이하백성에게회개할
것을 명함－주께서는 마지막 날에
레이맨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
임－만일니파이인들이빛을저버리
면그들은레이맨인들에게멸망당할
것임－하나님의 아들이 곧 오실 것
임－그는 회개하고 침례받고 그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가진 자들을 구
속하실것임. 주전82년경.

그리고또 나 앨마는 하나님으로부
터 앰율레크를 데리고 나아가 이 백
성 곧 앰몬아이하 성에 있는 백성에

29ㄱ 앨 9:12, 18. 
안내회개하다, 회개.

31ㄱ 니전 1:20.

ㄴ 앨 14:17~29.



게 다시 말씀을 전하라는 명을 받아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그들에게 말
씀을 전하기 시작하매, 그들이 나와
더불어다투기시작하여이르되,

2 너는 누구냐? 너는, 누가 비록
땅이 없어질 것을 우리에게 전파한
다 해도, 우리가 그 ㄱ한 사람의 증거
를믿으리라고생각하느냐하더라.

3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한 말을
깨닫지 못하였나니, 이는 땅이 반드
시 없어질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
음이라.

4 그들이 또 이르되, 이 큰 성이
ㄱ하루에 멸망당하리라고 설혹 네가
예언할지라도 우리는 네 말을 믿지
아니하리라고도하였더라.

5 이제그들은마음이완악하고목
이뻣뻣한백성이었으므로, 하나님께
서 그와 같은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것을알지못하였느니라.

6 또그들이이르되, 하나님이 ㄱ누
구관대, ㄴ단 한 사람만의 권세 있는
자를이백성가운데보내어, 그와같
이 크고 기이한 일의 참됨을 그들에
게선포하게하느냐?

7 그리고 그들이 나서서 나에게
손을대려하였으나, 보라, 그들이그
리하지 아니하더라. 이에 내가 그들
에게 선포하고자 담대함을 지니고
섰나니, 참으로 내가 담대히 그들에
게증거하여이르되,

8 보라, 너희악하고패역한 ㄱ세대

여, 너희 조상들의 전통을 너희가 어
찌 그리 잊었으냐.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가 어찌 그리 속히 잊어
버렸느냐.

9 우리 조상 리하이가 하나님의
ㄱ손으로 예루살렘에서 인도되어 나
온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들이 모두 그의 인도하심으로 광
야를 지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
하느냐?

10 또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우리
조상들을 그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내셨으며, 또 그들을 보호하사 그들
자신의 형제들의 손에 멸망당하지
않게 하셨는지를 너희가 그처럼 속
히잊었느냐?

11 만일그의비길데가없는권능
과 그의 자비와 우리를 향한 그의 오
래 참으심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피할 수 없이 이 시기보다 휠씬 오래
전에, 지면에서끊어져아마도 ㄱ끝없
는 비참과 재난의 상태에 처해졌으
리라.

12 보라, 이제내가너희에게이르
노니 그가 너희에게 회개하라 명하
시느니라. 또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
하면, 너희는 결단코 하나님의 왕국
을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느니라. 그러
나 보라,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그
가 너희에게 회개하라 명하셨으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가 너희를 지
면에서온전히 ㄱ멸하실것이라. 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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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가 그 분노 중에 너희를 징벌하
시리니, 그 ㄴ맹렬한 노여움 중에 그
가돌이키지아니하시리라.

13 보라, 너희는 그가 리하이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르시되, ㄱ너희가나의계명을지킬진
대, 너희는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
셨고, 또 일렀으되 너희가 나의 계명
을 지키지 않을진대 너희는 주의 면
전에서끊어지리라하셨도다.

14 이제 나는 레이맨인들이 하나
님의계명을지키지아니하였으므로
주의 면전에서 ㄱ끊어졌음을 너희가
기억하기를 바라노라. 이제 우리가
보건대 이 일에 주의 말씀이 입증되
어, 레이맨인들이 이 땅에서 범법하
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면전에서
끊어짐을당하였도다.

15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머
물러 있을진대, 심판 날에 그들이 너
희보다 ㄱ견디기 쉬울 것이요, 그뿐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생에서도 그들이 너희보다 실로
더욱견디기쉬우리라.

16 이는 레이맨인들에게 많은 약
속이 ㄱ내려졌음이니, 그들로 하여금
ㄴ무지한 상태에 머물게 한 것은 그
조상들의 ㄷ전통의 연고임이라. 그러
므로 주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 땅에서 그들의 생존을 ㄹ길게 해

주실것이요,
17 또 어느 시기엔가는 그들이 주

의 말씀을 ㄱ믿게 되어, 그 조상들의
전통이그른줄을알게되고, 그들중
많은 자들이 구원받으리니, 이는 주
께서그의이름을 ㄴ부르는모든자를
긍휼히여기실것임이니라.

18 그러나보라, 내가너희에게이
르노니 너희가 만일 너희의 간악함
을 고집하면 이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리니, 이는 ㄱ레이맨인들이
보내심을 받아 너희에게 임할 것이
요,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때에 그들이 와
서너희에게 ㄴ온전한멸망이임할것
이니, 주의 맹렬한 ㄷ노여움을 좇아
그리되리라.

19 이는 주께서 너희가 너희의 죄
악 중에 살아서 그의 백성을 멸함을
용납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내
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용납하지 아
니하시리라. 그보다는 니파이 백성
이라 칭하는 그의 백성이 주 그들의
하나님으로부터 그처럼 많은 빛과
그처럼많은지식을얻은후, 만일죄
와 범법에 ㄱ빠지는 일이 있을 수 있
다면, 그는 차라리 레이맨인들이 그
의백성을모두 ㄴ멸할것을용납하시
리라.

20 참으로 주의 은총을 그토록 크
게받는백성이된후에, 참으로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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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ㄱ 니후 1:20; 모사 1:7; 

앨 37:13.
14ㄱ 니후 5:20~24; 앨 38:1.
15ㄱ 마 11:22, 24.
16ㄱ 앨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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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힐 15:10~12.

17ㄱ 이노 1:13.
ㄴ 앨 38:5; 교성 3:8.

18ㄱ 앨 16:2~3.

ㄴ 앨 16:9.
ㄷ 앨 8:29.

19ㄱ 앨 24:30.
ㄴ 니전 12:15, 19~20; 

앨 45:10~14.



어떤 나라나 족속이나 방언이나 백
성보다 더 은총을 받은 후에,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신앙과 기도를 좇아
과거에 있었던 일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임할 일에 대하여 모든 것을
ㄱ알고난후에,

21 하나님의 영의 방문을 받고 천
사들과 대화하고, 또 말씀하시는 주
의 음성을 듣고, 예언의 영과 계시의
영과 또한 많은 은사 곧 방언으로 말
하는은사와말씀을전하는은사와성
신의은사와ㄱ해석하는은사를받고,

22 더욱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주의 손으로 예루살렘 땅에서 ㄱ건져
내심을 입고, 기근에서와 질병과 각
종 온갖 질환에서 구제되고 그들이
전쟁에서 점차 강하게 되어 멸망하
지 않게 되고, 여러 번 ㄴ속박에서 벗
어나게 하심을 입고 지금까지 지키
고 보호하여 주심을 받아 그들이 온
갖 것이 풍족하기까지 번영하게 된
후에－

23 이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
거니와, 주의 손으로부터 그토록 많
은복을받은이백성이, 만일그들이
가진 빛과 지식을 거스려 범법할진
대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만일
이러할 경우, 곧 그들이 범법에 빠질
진대 레이맨인들이 그들보다 훨씬
더ㄱ견디기쉬우리라.

24 이는 보라, 주의 ㄱ약속이 레이

맨인들에게는 내려졌으나, 너희가
범법하는 경우 너희에게는 미치지
아니함이니, 대저 주께서는 너희가
그를 거역하면 너희가 지면에서 온
전히 멸망당하게 되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시고굳게명하시지아니하셨
더냐?

25 또 이제 너희로 멸망당하지 않
게 하시려는 이 연유로, 주께서는 그
의천사를보내사, 그의백성중많은
자들을 방문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나아가 이 백성에게 크
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ㄱ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라 하게 하
셨느니라.

26 또 이제로부터 ㄱ많은 날이 지
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의 영광 중에 오시리니, 그의 영광은
ㄴ은혜와 공평과 진리가 충만하시며,
인내와 ㄷ자비와 오래 참으심이 충만
하시며,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속
히 ㄹ들으시며, 그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는 아버지의 ㅁ독생자의 영
광일것이라.

27 또 보라, 그는 그의 이름을 믿
는 신앙을 통하여, 회개에 이르는
ㄱ침례를받을자들을 ㄴ구속하시려고
오시리라.

28 그러므로 너희는 주의 길을 예
비하라. 이는 모든 사람이 그 행위가
어떠했는가에 따라 자기 ㄱ행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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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ㄱ 안내계시.
21ㄱ 옴 1:20; 모사 8:13~19;

28:11~17.
22ㄱ 니후 1:4.

ㄴ 모사 27:16.
23ㄱ 마 11:22~24.

24ㄱ 니후 30:4~6; 
교성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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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ㄱ 앨 7:7.

ㄴ 안내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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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상을 거둘 때가 가까웠음이
니－만일 그 행위가 의로웠으면 예
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구원하심을
좇아, 그 영혼의 구원을 ㄴ거둘 것이
요, 만일 그 행위가 악하였으면 악마
의 권능과 사로잡음을 좇아, 그 영혼
의 ㄷ저주를거두게되리라.

29 이제 보라, 이것이 백성들에게
외치는천사의음성이니라.

30 또 이제 내 ㄱ사랑하는 형제들
아, 이는너희가나의형제요, 너희가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함이니, 너희
는 마땅히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이
루어야 하느니라. 내가 보니 너희 마
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심히
완악하게 되었으며, 내가 보니 너희
는 ㄴ잃어버린바되고타락한백성이
로다.

31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나 앨마
가 이러한 말을 하고 나자, 보라, 내
가 그들에게 마음이 완악하고 ㄱ목이
뻣뻣한백성이라하였음으로인하여
그들이나에게노하였더라.

32 또한 내가 그들에게 잃어버린
바 되고 타락한 백성이라 하였음으
로 인하여 그들이 나에게 성을 내어,
나를옥에던져넣고자, 내게손을대
려하였느니라.

33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
서 그때에 그들이 나를 잡아 옥에 던
져넣는것을용인하지아니하셨더라.

3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앰율레

크가 나아가 서서 그들에게 역시 말
씀을 전하기 시작하니라. 또 이제 앰
율레크의 ㄱ말이 모두 다 기록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의 말의 일부분이
이책에기록되었느니라.

제 10 장

리하이는 므낫세의 후손임－앰율레
크가 앨마를 돌보라는 천사의 명령
을이야기함－의인들의기도로말미
암아백성들이살아남게됨－불의한
율법사와 판사들이 백성의 멸망의
기초를놓음. 주전82년경.

이제이는 ㄱ앰율레크가 앰몬아이하
땅에있는백성에게전한 ㄴ말이니이
르되,

2 나는 앰율레크로라, 나는 긷도
나의 아들이니, 긷도나는 이스마엘
의 아들이며, 이스마엘은 아민아다
이의 후손이니,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해 쓰여진 성전 벽에 있는 글을 해
석한바로그아민아다이니라.

3 또아민아다이는리하이의아들
인 니파이의 후손이니, 리하이는 그
형제들의 손으로 애굽에 ㄱ팔려간
ㄴ요셉의아들인 ㄷ므낫세의후손으로
서, 예루살렘땅에서나왔느니라.

4 또보라, 나는또한나를아는모
든자중에적지않은명성을지닌자
라, 그뿐아니라보라, 내게는친척과

28ㄴ 시 7:16.
ㄷ 안내정죄.

30ㄱ 요1 4:11.
ㄴ 앨 12:22.

31ㄱ 니후 25:28; 
모사 3:14.

34ㄱ 앨 10.
10 1ㄱ 앨 8:21~29.

ㄴ 앨 9:34.
3ㄱ 창 37:29~36.
ㄴ 안내요셉, 야곱의 아들.
ㄷ 창 41:51; 대상 9:3.



ㄱ친구가 많으며, 나는 또한 나의 근
면한손으로많은부를얻었노라.

5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
고, 나는 주의 길과, 그의 ㄱ비밀과 기
이한 권능에 대하여 결코 많이 알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이러한 것에 대
하여 결코 많이 알지 못하였다 하였
으나, 보라, 이는 내가 잘못 말함이
니, 이는참으로이백성의생명을보
전하심 중에 나타난 그의 비밀과 그
의 기이한 권능을 내가 많이 보았음
이니라.

6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여러 번 부름
을 ㄱ받았으나 ㄴ들으려 하지 아니하
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이러한 일들
에 관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내가 알
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하여
내가판사치세제십년에든, 이제칠
월의 넷째 날까지도 내 마음의 간악
함 중에, 하나님 거역하기를 계속해
왔었노라.

7 내가아주가까운한친척을찾아
보려고 여행하고 있을 때, 보라 주의
한 ㄱ천사가내게나타나이르되, 앰율
레크야, 네 집으로 돌아가라, 이는 네
가 주의 한 선지자를 먹여야 할 것임
이니,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인 거룩한 사람이니라. 이는 이
백성의죄로인하여그가여러날 ㄴ금
식하여, 이제 주림이니, 네가 그를 네

집에 ㄷ영접하여먹이라. 그가너와네
집을 축복하리니 주의 복이 너와 네
집에머물러있으리라하더라.

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천
사의 음성에 순종하여, 내 집을 향하
여 돌아왔고, 내가 그리로 가다가 천
사가 내게 이르기를 네 집에 영접하
라 한 그 ㄱ사람을 발견하였노니－보
라 그는 하나님의 것에 관하여 너희
에게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이었
느니라.

9 또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그는
ㄱ거룩한 사람이라 하였나니, 그러므
로 그가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말하
였기때문이니라.

10 그리고또나는그가증거한일
들이참된줄을아노니, 이는보라내
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주께서 사
심같이, 주께서그ㄱ천사를보내사이
러한일들을나에게나타내주셨음이
라. 그리고 이 앨마가 내 집에 ㄴ거하
는동안주께서이를행하셨느니라.

11 이는보라, 그는내집을 ㄱ축복
하였나니, 그가 나와 나의 여자들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부친과 나의 친
족을 축복하되, 참으로 나의 온 혈족
을그가축복하매, 주의복이그가한
말대로우리에게머물렀느니라.

12 이에 이제 앰율레크가 이러한
말을 하고 나자 백성들이 놀라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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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였으니, 그들이 고소당하는 사
유에 대하여 증거하며, 또한 자기 안
에있는예언의영을좇아, 장차임할
일에 대하여 증거하는 증인이 ㄱ하나
만이아님을봄이더라.

13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 가운
데는 그들에게 질문하여, 자기의 간
교한 ㄱ책략으로 그들을 그 말 중에
사로잡아 그들을 치는 증거를 찾고,
그리하여그들을그들의판사들에게
넘겨법에따라재판을받게하며, 그
들이 꾸미거나 그들을 쳐서 증거 할
수 있는 죄목을 따라, 그들로 죽임을
당하게 하거나 옥에 던져지게 하려
고생각하는자들이몇이있었더라.

14 이제 이들은 그들을 멸하기를
꾀하는 자들이었나니, 이들은 백성
들에게 고용되거나 임명되어 판사
앞에서그들이재판받을때에, 곧백
성들의 범죄를 재판함에 있어, 법을
베푸는ㄱ율법사들이었더라.

15 이제 이들 율법사들은 백성의
모든 술책과 간계를 배웠나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직업에 능숙
하게해주는것이었더라.

1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앰율레크에게 질문하기 시작하였으
니, 그리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자기
말에 책잡히게 하려 하였으니, 곧 자
기가 하게 될 말에 모순되게 하려 함
이더라.

17 이제 그들은 앰율레크가 그들

의계략을알수있다는것을알지못
하였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
들이 그에게 질문하기 시작하매, 그
가그들의생각을 ㄱ알고그들에게이
르되, 오 너희 악하고 패역한 ㄴ세대
여, 너희 율법사들과 위선자들이여,
이는 너희가 악마의 기초를 놓고 있
음이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
한자를잡으려고 ㄷ덫과올무를놓고
있음이니라.

18 너희는 의의 길을 ㄱ굽게 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 머리 위에 초
래하여, 실로 이 백성을 온전히 멸망
하게하려는계획을세우고있도다.

19 참으로 우리의 마지막 왕이었
던 모사이야가 잘 말하였나니, 그가
나라를넘겨주려할즈음에, 이를물
려줄자가없어, 이백성으로하여금
그들 스스로의 소리에 의해 다스림
을 받게 할 적에－참으로 그가 잘 말
하였나니 곧 만일 이 백성의 소리가
죄악을 ㄱ택할 때가 이르면, 즉 만일
이 백성이 범법에 빠질 때가 이르면,
그들의멸망이무르익으리라하였느
니라.

20 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
니 주께서 너희의 죄악을 잘 판단하
시는도다. 그가그 ㄱ천사들의음성으
로 이 백성에게 잘 외치시는도다. 이
르시되, 너희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가까웠음이니라하시느니라.

21 참으로 그가 그 천사들의 음성

12ㄱ 앨 9:6.
13ㄱ 앨 11:21.
14ㄱ 앨 10:24; 

11:20~21; 14:18.

17ㄱ 앨 12:3; 20:18, 32; 
교성 6:16.

ㄴ 마 3:7; 앨 9:8.
ㄷ 교성 10:21~27.

18ㄱ 행 13:10.
19ㄱ 모사 29:27; 

앨 2:3~7; 힐 5:2.
20ㄱ 앨 8:14~16; 13:22.



으로 잘 외치시는도다. 이르시되,
ㄱ내가 공평과 정의를 내 손에 들고,
내 백성 가운데로 내려가리라 하시
도다.

22 이뿐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
르노니 지금 이 땅에 있는 의인들의
ㄱ기도가 아니었더라면, 너희에게는
지금 완전한 멸망이 임할 것이로되,
이는 노아의 시대에 백성이 그리되
었던 것같이, ㄴ홍수에 의한 멸망이
아니요, 기근과 역병과 검에 의한 멸
망일것이니라.

23 그러나 너희가 면하고 있는 것
은 의인들의 ㄱ기도에 의한 것이니,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너희 가
운데서 의인들을 내어 쫓으면 주께
서는 그 손을 억제하지 아니하시고,
그 맹렬한 노여움 중에 너희를 치러
나오실 것이라. 그때 너희가 기근과
역병과 검으로 치심을 입으리니, 너
희가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ㄴ그때가
곧가까이이르리라.

24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백
성들이 앰율레크에게 더욱 노하여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자가 공의로운
우리의 법과 우리가 선택한 우리의
현명한율법사들에게대하여욕하는
도다하였더라.

25 그러나 앰율레크가 그 손을 내
밀고, 그들에게 더욱 힘차게 외쳐 이
르되, 오너희악하고패역한세대여,
어찌하여 사탄이 너희 마음을 그토
록 크게 붙잡았느냐? 어찌하여 너희

는 그에게 스스로를 내어 맡겨 그로
너희를 다스릴 권능을 갖게 하고, 너
희의 눈을 ㄱ멀게 하여, 우리가 하는
말을 너희가 그 진리대로 깨닫지 못
하게하려하느냐?

26 보라, 내가너희의법이그릇되
다 증거하더냐? 너희가 깨닫지 못하
는도다. 너희말이내가너희의법을
거스려 말하였다 하도다. 그러나 내
가 그리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내가 너희의 법을 인정하여 말함으
로써, 너희를정죄하였느니라.

27 또이제보라, 내가너희에게이
르노니, 이 백성의 멸망의 기초가 너
희의 ㄱ율법사들과 너희의 판사들의
불의로놓이기시작하고있느니라.

28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앰
율레크가 이러한 말을 하고 나자 백
성들이 그에게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제 우리는 이 자가 악마의 자식인 줄
아노니, 이는그가우리에게 ㄱ거짓말
을 하였고, 우리의 법을 거스려 말하
였음이라. 그런데 이제 그가 말하기
를 우리의 법을 거스려 말하지 아니
하였다하는도다.

29 그리고 또 그는 우리의 율법사
들과 우리의 판사들을 욕 하였도다
하더라.

3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율법사
들이 그를 대하여 이러한 일들을 기
억할 것을 자기들의 마음 속에 넣어
두니라.

31 또 그들 가운데 이름이 지에즈

294앨마서 10:22~31

21ㄱ 모사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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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이라 하는 자가 있더니, 그는 그들
가운데 가장 노련한 자들 중 하나요,
백성 가운데 많은 일거리를 가진 자
로, 이제앰율레크와앨마를 ㄱ고소하
는일에앞장섰더라.

32 이제 이 율법사들의 목적은 이
득을 얻는 것이었으니, 그들이 이득
을 얻음은 그들의 고용된 정도에 따
랐더라.

제 11 장

니파이인의화폐체계가설명됨－앰
율레크가 지에즈롬과 논쟁함－그리
스도는 백성들을 죄 중에 있는 그대
로 구원하지 않으실 것임－천국을
유업으로얻는자만이구원받음－모
든 사람은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
어날 것임－부활 이후에는 사망이
없음. 주전82년경.

이제 모사이야의 법에는 법의 재판
관인 각 사람이나, 또는 판사로 임명
된 자들은, 재판을 받으려고 그들 앞
에 끌려 온 자들을 재판하기 위해 일
한 시간에 따라 보수를 받게 되어 있
더라.

2 이제 가령 어떤 사람이 남에게
빚을졌는데, 그가그빚진것을갚고
자 아니하면, 그는 판사에게로 고발
당하였고, 판사는 권세를 발동하여,
관원을 내보내어 그 사람을 자기 앞
에붙들어오게하고, 법과그를대하
여 제출된 증거를 좇아 그 사람을 재

판하였으니, 이리하여 그 사람은 자
기가 빚진 것을 억지로 갚게 되거나,
가진 것을 몰수당하거나, 도적이나
강도로서백성가운데서쫓겨났더라.

3 또 판사는 자기의 시간에 따라
자신의 보수로－하루에 금 한 시나
인이나, 금 한 시나인과 같은 은 한
시눔을 받았으니, 이는 주어진 법에
따른것이더라.

4 이제 이는 그 값어치를 따라 그
들의 금과 그들의 은의 각기 다른 조
각의 명칭이니, 이 명칭은 니파이인
들이 붙인 것이라. 이는 그들이 예루
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의 방식을 따
라 세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의 방식
을 따라 재지도 아니하였음이니, 그
들은판사치세때까지, 각세대에서,
백성들의 생각과 사정에 따라, 그들
의 세는 법과 그들의 재는 법을 변경
시키다가, 그 법이 모사이야 왕에 의
해ㄱ확립되었더라.

5 이제 그 세는 법은 이와 같으니
금 한 시나인, 금 한 시안, 금 한 슘,
그리고금한림나요,

6 은 한 시눔, 은 한 앰노어, 은 한
에즈롬, 그리고은한온타이이니라.

7 은 한 시눔은 금 한 시나인과 같
으며, 보리 한 말의 값이거나, 각종
곡물한말의값도되더라.

8 이제 금 한 시안의 금액은 한 시
나인가치의두배요,

9 또금한슘은한시안가치의두
배요,

10 또 금 한 림나는 이들 모두의

31ㄱ 앨 11:20~36. 11 4ㄱ 모사 29:40~44.



가치에해당하며,
11 또 은 한 앰노어는 두 시눔과

같고,
12 또 은 한 스롬은 네 시눔과

같고,
13 또한온타이는이들모두와같

더라.
14 이제이는그들의셈에있어작

은수의가치니－
15 한 시블론은 한 시눔의 절반이

라, 그러므로보리반말에한시블론
이요,

16 또한시블럼은한시블론의절
반이요,

17 또한리아는한시블럼의절반
이니라.

18 이제이는그들의세는법을따
른그들의수니,

19 이제금한앤티온은세시블론
과같으니라.

20 이제그일은이득을얻고자하
는 단 한가지 목적을 위한 것이었나
니, 이는그들이그고용된정도를따
라 보수를 받았음이라. 그러므로 그
들은 백성들을 선동하여 폭동과 온
갖 소요와 악행을 야기하게 하여, 그
들 앞에 가져오는 송사를 따라, 돈을
ㄱ벌려하였더라. 이러므로그들은백
성들을선동하여앨마와앰율레크를
대적하게하였더라.

21 이에 이 지에즈롬이 앰율레크
에게 질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내
가 네게 묻는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해

주겠느냐 하였으니, 이제 지에즈롬
은 악마의 ㄱ계략에 노련한 자라, 능
히 선한 일을 멸할 만하더라. 이러므
로 그가 앰율레크에게 이르기를, 내
가 네게 건네는 질문에 대답해 주겠
느냐하였더라.

22 이에 앰율레크가 그에게 이르
되, 내 안에 있는 주의 ㄱ영을 따른 것
일진대 그리하리니, 이는 주의 영에
반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에 지에즈롬
이그에게말하되, 보라여기은여섯
온타이가 있나니, 만일 네가 지존자
의 존재를 부인한다면 이를 다 네게
주리라.

23 이제앰율레크가이르되, 너지
옥의 ㄱ자식이여, 어찌하여 나를 ㄴ시
험하느냐? 의인은 그러한 시험에 지
지않는다는것을네가모르느냐?

24 하나님이없다고네가믿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아니라, 하나님
이 계시다는 것을 네가 알고 있으나,
네가하나님보다저 ㄱ이득을더사랑
하는도다.

25 또이제너는하나님앞에서내
게 거짓말을 하였느니라. 네가 내게
이르기를－큰값어치가있는이여섯
온타이를 보라, 내가 네게 주리라－
하였을 때 너는 네 마음에 그것들을
나에게 주지 아니할 뜻을 품고 있었
고, 네가나를멸할빌미를갖도록, 내
가 참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부
인하는 것이 다만 너의 원하는 바 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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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다.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 큰 악
으로 말미암아 네가 네 보응을 받으
리라.

26 이에 지에즈롬이 그에게 이르
되, 너는 참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
이있다고말하느냐?

27 이에 앰율레크가 이르되, 그러
하다, 참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이
계시느니라.

28 이제지에즈롬이이르되, 한하
나님외에하나님이더있느냐?

29 이에그가대답하되, 아니라.
30 이제 지에즈롬이 다시 그에게

이르되, 이러한 것을 네가 어찌 아
느냐?

31 이에 그가 이르되, ㄱ천사가 이
를내게알려주었느니라.

32 이에 지에즈롬이 다시 이르되,
오실 그이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이냐?

33 그가 저에게 이르되, 그러하
니라.

34 이에 지에즈롬이 다시 이르되,
그가 자기 백성을 그 ㄱ죄 중에 구원
하시겠느냐? 앰율레크가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리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그가
자기의말을부인하심은불가능함이
니라.

35 이제 지에즈롬이 백성에게 이
르되, 너희는 이러한 것을 분명히 기
억하도록 하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한 분 밖에 없다 하고도 이
르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리라
하며, 그러나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
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함이니－마치
그가 하나님을 명할 권세를 가진 듯
이말하도다.

36 이제 앰율레크가 저에게 다시
이르되, 보라 너는 거짓말을 하였느
니라. 이는 네 말이 내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죄 중에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리라 말하였다 하여 내가
마치 하나님을 명할 권세를 가진 듯
이말하였다함이라.

37 또한 내가 거듭 네게 이르노니
그는 그들을 그 ㄱ죄 중에 구원하실
수 없으시니라. 이는 내가 그의 말씀
을 부인할 수 없음이요, 그가 말씀하
시되 ㄴ부정한 것은 ㄷ천국을 유업으
로 받을 수 없다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않고
서,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
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 중에 구원받
을수없느니라.

38 이제 지에즈롬이 다시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영원
하신아버지시냐?

39 앰율레크가 저에게 이르되, 그
러하도다, 그가 바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ㄱ모든 것의 ㄴ영원하신
아버지시니, 그는 시작이요 끝이시
며, 처음이요마지막이시니라.

40 또 그는 자기 백성을 ㄱ구속하

31ㄱ 앨 10:7~10.
34ㄱ 힐 5:10~11.
37ㄱ 고전 6:9~10.

ㄴ 니전 15:33; 

앨 40:26; 
3니 27:19. 
안내불경한.

ㄷ 안내하나님의 왕국

또는 천국.
39ㄱ 골 1:16; 모사 4:2.

ㄴ 사 9:6.
40ㄱ 롬 11:26~27.



시려 ㄴ세상에 오사, 그의 이름을 믿
는자들의범법을 ㄷ짊어지시리니, 이
들이 영생을 얻을 자들이요, 그 외에
는 아무에게도 구원이 임하지 아니
하느니라.

41 그러므로 악인은 사망의 줄이
풀리는 것 외에는, 마치 ㄱ구속이 이
루어지지 않은 것같이 그대로 있게
되리니, 이는 보라, ㄴ모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서,
그행위에따라 ㄷ심판받을날이옴이
니라.

42 이제 현세적 사망이라 일컫는
사망이 있나니,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 이 현세적 사망의 ㄱ줄을 푸실 것
이라, 모두가 이 현세적 사망에서 일
으킴을받으리라.

43 영과육신은다시그완전한형
태로 ㄱ재결합될것이요, 사지와관절
은지금이시간의우리와같은그본
래의 구조로 회복될 것이라, 그리고
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같이 알
면서, 하나님앞에서서, 우리의모든
ㄴ허물을명백히ㄷ상기하게되리라.

44 이제이회복은늙은자나젊은
자, 매인자나자유로운자, 남자나여
자, 악한자나의로운자, 모두에게임

할 것이요, 그 머리털 하나라도 잃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지금처럼 그 완
전한 구조, 즉 육신으로 ㄱ회복되어
영원하신 ㄴ한 하나님이신 아들 그리
스도와 ㄷ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의 심
판대 앞에 인도되어 심문을 받고, 그
행위가선하든지그행위가악하든지
그행위대로ㄹ심판을받게되리라.

45 이제보라, 내가너희에게죽어
야하는육신의사망에관하여, 또죽
어야하는육신의 ㄱ부활에관하여말
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죽어야 하는 몸이 ㄴ죽지 아니할
몸으로 ㄷ일으키심을받나니, 이는사
망 곧 첫째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는
것이라. 그리하여그들이다시는 ㄹ죽
을수없겠고, 그들의영은그들의몸
과 결합하여, 결코 나뉘지 아니할 것
이니, 이리하여전체가 ㅁ영적이며죽
지 아니하는 것이 되어, 다시는 썩음
을보지못하게되리라.

46 이제 앰율레크가 이 말을 마쳤
을 때 백성들이 다시 놀라기 시작하
였고, 지에즈롬도 떨기 시작하더라.
이같이 앰율레크의 말이 끝났으니,
달리 말하자면 이것이 내가 기록한
전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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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 5:18.

44ㄱ 앨 41:12~15.
ㄴ 3니 11:27, 36. 

안내하나님, 신회.
ㄷ 안내하나님,

신회－아버지 하나님.
ㄹ 계 20:12~13.

45ㄱ 앨 40:23; 
교성 88:16.

ㄴ 안내불멸의, 불멸.
ㄷ 안내부활.
ㄹ 계 21:4; 

교성 63:49; 88:116.
ㅁ 고전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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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앨마가 지에즈롬과 논쟁함－하나님
의 비밀은 신실한 자에게만 주어질
수 있음－사람들은 그들의 생각, 신
앙, 말 및 행실에 의해 심판받음－악
인은 영적인 사망을 당할 것임－이
필멸의생은시험의상태임－구속의
계획은 부활을 있게 하며, 신앙을 통
하여 죄 사함을 있게 함－회개하는
자는 독생자를 통하여 자비에 대한
권리를가짐. 주전82년경.

이제 앨마는 앰율레크가 자기를 멸
망시키려는 지에즈롬의 ㄱ거짓말과
속임을 간파해 내었으므로, 앰율레
크의 말이 지에즈롬을 잠잠하게 한
것을 보고, 또 그가 그 죄를 ㄴ깨닫고
떨기시작하는것을보고, 그입을열
어 그에게 말하며, 앰율레크의 말을
확증하고, 일을 더 자세히 설명하되,
곧 앰율레크가 한 것에서 더 나아가
경전을해설하기시작하였더라.

2 이제 앨마가 지에즈롬에게 한
말은 사방에 둘린 백성에게 들렸으
니, 무리가컸음이요, 그가이같이말
하였더라.

3 이제 지에즈롬아, 너의 거짓말
과간교함중에네가잡힌것을보니,
네가 사람에게만 거짓말 한 것이 아
니요 하나님에게 거짓말하였음이로
다. 이는 보라, 그는 너의 ㄱ생각을 모
두 알고 계심이니, 너의 생각이 그의

영에 의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을 네
가보느니라.

4 너는 또 너의 계획이 악마의 간
교함에 따른 매우 간교한 계획이라,
거짓말하며 이 백성을 속여 그들로
우리를 대적하게 하여, 우리를 욕하
며 쫓아내게 하려는 것이었던 줄을
우리가알고있는것을보나니－

5 이제 이는 네 ㄱ대적의 계획이었
으며, 그가 네 안에서 자기의 능력을
행사하였도다. 이제 나는 내가 네게
이르는 것이 모두에게 말하는 것인
줄너희가기억하기바라노라.

6 또 보라 내가 너희 모두에게 이
르거니와 이는 이 백성을 사로잡으
려고 놓은 대적의 올무였나니, 너희
를자기에게복종시켜, 그의 ㄱ사슬로
너희를 에워, 그의 사로잡는 능력을
좇아, 너희를 영원한 멸망으로 얽어
내리려함이니라.

7 이제 앨마가 이러한 말을 하고
나자, 지에즈롬이 더욱 심하게 떨기
시작하였나니, 이는 그가 점점 더 하
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되었음이요,
또그는앨마와앰율레크가자기를알
고 있다는 것도 깨달았나니, 이는 그
들이그의마음의생각과의도를알고
있음을 깨달았음이라. 이는 예언의
영을 좇아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능력이주어졌음이더라.

8 이에지에즈롬이하나님의나라
에 관하여 더 알고자 하여 열심으로
그들에게 묻기 시작하였으니, 그가

12 1ㄱ 앨 11:20~38.
ㄴ 안내양심.

3ㄱ 야곱 2:5; 

앨 10:17; 
교성 6:16.

5ㄱ 안내악마.

6ㄱ 앨 5:7~10.



앨마에게 이르되, 앰율레크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말한 바, 의인이
나악인이나, 다죽은자가운데서일
어날 것이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
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게 된다 한 이
것은무엇을뜻하느냐?

9 이에 이제 앨마가 이러한 일을
그에게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ㄱ비밀을아는것은
많은 자에게 허락되어 있느니라. 그
럴지라도 그들은 다만 사람의 자녀
들이 그에게 기울이는 주의와 부지
런함에 따라, 그들에게 내려 주시는
그의 말씀의 분량을 ㄴ따라서만 나누
어야 한다는 엄격한 명령하에 놓여
있느니라.

10 또 이러므로 그 마음을 ㄱ완악
하게 할 자, 그는 더 ㄴ적은 분량의 말
씀을 받게 되고, 그 마음을 ㄷ완악하
게아니할자, 그에게는더큰분량의
말씀이 ㄹ주어져, 이윽고하나님의비
밀을 알게 되기에 이르고 이윽고 이
를전부알기까지이르느니라.

11 또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할 자
들, 그들에게는 더 적은 ㄱ분량의 말
씀이 주어져, 그들이 그의 비밀에 대
하여 아무것도 ㄴ알지 못하기까지 이
르게 되리니, 그때 그들이 악마에게
사로잡힌바되어, 그의뜻에의해멸
망으로인도되리라. 이제이것이 ㄷ지

옥의ㄹ사슬이뜻하는바니라.
12 또 앰율레크가 ㄱ죽음과 이 죽

어야 하는 것에서 죽지 아니하는 상
태로 일으킴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인도되어 우리의 행
위에따라 ㄴ심판받는것에대하여명
백히말하였느니라.

13 그때 만일 우리의 마음이 완악
하게 되었으면, 참으로 우리가 말씀
을 거스려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
였으면, 그때 우리의 상태가 참담하
리니, 이는 그때 우리가 정죄를 받을
것임이라.

14 이는 우리의 ㄱ말이 우리를 정
죄할 것이요, 참으로 우리의 모든 행
위가 우리를 정죄할 것임이니, 우리
가흠없이발견되지못할것이요, 우
리의 생각이 또한 우리를 정죄할 것
인즉, 이러한 참담한 상태에서 우리
가 감히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만일 바위와
ㄴ산들을명하여우리위에떨어져그
의면전에서우리를 ㄷ가리우게할수
있다면실로기쁠것이라.

15 그러나그럴수는없나니, 우리
는 반드시 나아와 그 영광과 그 권능
과 그 능력과 위엄과 주권 가운데 계
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모든 ㄱ심
판이공의로운것을, 곧그는그의하

300앨마서 12:9~15

9ㄱ 앨 26:22; 
안내하나님의 비밀.

ㄴ 요 16:12; 앨 29:8; 
3니 26:8~11; 이더 4:7.

10ㄱ 니후 28:27; 이더 4:8.
ㄴ 교성 93:39.
ㄷ 안내겸손한, 겸손.

ㄹ 니후 28:30; 교성 50:24.
11ㄱ 마 25:29.

ㄴ 안내배도.
ㄷ 잠 9:18; 니후 2:29. 

안내지옥.
ㄹ 요 8:34; 니후 28:19.

12ㄱ 앨 11:41~45.

ㄴ 안내심판, 마지막.
14ㄱ 마 12:36; 약 3:6; 

모사 4:29~30.
ㄴ 호 10:8; 니후 26:5.
ㄷ 욥 34:22; 니후 12:10.

15ㄱ 벧후 2:9. 안내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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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모든 일에 의로우시며, 그는 사
람의자녀들에게자비로우시며, 그는
그의 이름을 믿고 회개에 합당한 열
매를 맺는 각 사람을 구원할 모든 권
능을가지셨다는것을인정하고영원
한ㄴ부끄러움을당하여야하느니라.

16 또 이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때 사망, 곧 둘째 ㄱ사망
이 임하나니, 이는 영적인 사망이라,
곧현세적인 ㄴ사망으로자기죄가운
데 죽는 모든 자가 또한 ㄷ영적인 사
망을 당할 때이니, 참으로 그는 의에
관한 것들에 대하여 사망을 당하게
되리라.

17 그때가 그들의 고통이 불과 유
황의 ㄱ못 같을 때이니, 그 불꽃이 세
세토록 올라가며, 그때가 그들이 사
탄의 능력과 사로잡음에 따라, 사슬
에 매여 영원한 멸망으로 내려갈 때
이니, 저가 자기 뜻대로 이들을 복종
시켰음이라.

18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그들은마치 ㄱ구속이이루어지
지 아니한 것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의 공의에 따라 그들이 구속받을 수
없음이요, 썩음이 다시없는 고로, 그
들이 ㄴ죽을수도없음이니라.

19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이러한 말하기를 마치매, 백성들이
더욱놀라기시작하였더라.

20 그러나그들중의한두령인자
로, 앤티오나라하는자가있더니, 그
가 나아와 앨마에게 이르되, 당신이
말한 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
어나이죽어야하는상태에서 ㄱ죽지
아니하는 상태로 변화되어, 영혼이
결코 죽을 수 없게 되리라 한 이것이
무엇이냐?

21 하나님이 ㄱ에덴 동산 동편에
ㄴ그룹들과화염검을두어, 우리의시
조가 들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
고영원히살수없게하셨다하는구
절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리하여 우
리는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
가 조금도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
고있느니라.

22 이에앨마가그에게이르되, 이
것이 내가 바야흐로 설명하려던 것
이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대로 아담이 금단의 ㄱ열매를 먹음으
로써 ㄴ타락하였음을알고있고, 그리
하여 우리는 그의 타락에 의해 모든
인류가 ㄷ잃어버린바되고타락한백
성이되었음을알고있느니라.

23 또 이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아담이 그때에 생명
나무의열매를 ㄱ취할수있었다면죽
음은 없었을 것이요, 말씀은 헛되게
되어,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으
로 만들었으리니, 이는 그가 말씀하

15ㄴ 모사 3:25.
16ㄱ 안내사망, 영적.

ㄴ 앨 11:40~45.
ㄷ 니전 15:33; 앨 40:26.

17ㄱ 계 19:20; 21:8; 
모사 3:27.

18ㄱ 앨 11:41.

ㄴ 계 21:4; 앨 11:45; 
교성 63:49.

20ㄱ 안내불멸의, 불멸.
21ㄱ 안내에덴.

ㄴ 창 3:24; 앨 42:2; 
모세 4:31. 안내그룹.

22ㄱ 창 3:6; 니후 2:15~19;

모사 3:26.
ㄴ 안내아담과 이브의

타락.
ㄷ 모사 16:4~5.

23ㄱ 앨 42:2~9.



시기를, ㄴ네가 만일 먹으면 정녕 죽
으리라하셨음이라.

24 그리고 우리는 ㄱ사망, 곧 앰율
레크가 말한 사망이 인류에게 임함
을보나니, 이는현세적사망이라. 그
러할지라도 ㄴ사람에게는 회개할 기
간이 주어졌나니, 그러므로 이 생은
시험의상태요, 하나님만나기를 ㄷ준
비하는 시간이요, 우리가 말한 바 죽
은자의부활이후에있는, 저끝없는
상태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
느니라.

25 이제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
로부터 마련된 구속의 ㄱ계획이 아니
었더라면, 죽은자의ㄴ부활이있을수
없었으려니와, 구속의계획이마련되
었으매, 이로 말미암아 앞서 말한 바
죽은자의부활이있을것이니라.

26 또 이제 보라, 만일 우리의 시
조가 나아가 ㄱ생명나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한다면, 그들은 준비의 상태
를 갖지 못하고, 영원히 비참하게 되
었을것이요, 그리하여구속의 ㄴ계획
은 좌절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효
화 되어, 아무 효력도 발하지 못하게
되었을것이라.

27 그러나 보라, 그렇지 아니하였
나니, 사람은죽어야하는것으로ㄱ정
해졌으며, 죽음 이후에는 ㄴ심판으로

나아와야 하리니, 곧 우리가 말한 바
끝이되는, 바로그심판이니라.

28 이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이
사람에게 임하도록 정하신 후, 보라,
그리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정해 주
신 것에 관하여 사람이 알아야 할 필
요가있음을보셨으므로,

29 ㄱ천사들을 보내사 그들과 대
화하게 하시매, 이들이 사람들로 하
여금 그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였느
니라.

30 이에 그들이 그때로부터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으므로, 하
나님이 사람들과 ㄱ대화하시며, 세상
의 ㄴ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예비된
구속의 ㄷ계획을 그들에게 알리시되,
이를 그들의 신앙과 회개와 그들의
거룩한 행실에 따라 그들에게 알리
셨더라.

31 이리하여그는사람들에게 ㄱ계
명을 주셨나니, 그들은 먼저 현세적
인 것에 관한 ㄴ첫 계명을 어기고, 신
들처럼 되어, 선악을 ㄷ분별하며, 악
을 행하든지 선을 행하든지, 그들의
뜻과 기뻐하는 바를 좇아 ㄹ행할 수
있는 상태에 스스로를 두어, 곧 그러
한상태에처하게되었음이라－

32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
에게 구속의 계획을 ㄱ알려 주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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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ㄴ 창 2:17.
24ㄱ 안내사망, 육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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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ㄱ 욥 7:1; 히 9:27; 
교성 42:48.

ㄴ 안내심판, 마지막.
29ㄱ 모로 7:25, 31; 

교성 29:42.
30ㄱ 모세 5:4~5; 6:51.

ㄴ 모사 18:13; 앨 13:3, 5,

7~8.
ㄷ 안내구속의 계획.

31ㄱ 안내하나님의 계명.
ㄴ 창 2:16~17; 

니후 2:18~19.
ㄷ 창 3:22~23; 모세 4:11.
ㄹ 니후 2:16. 

안내선택의지.
32ㄱ 모세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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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계명
을 주셨나니, 그에 따른 형벌은 둘째
ㄴ사망이라, 곧 의에 관한 것들에 대
한 영원한 죽음이니, 이는 그러한 자
에게는 구속의 계획이 아무 권능을
미칠 수 없음이요, 하나님의 지선하
심을 좇아, ㄷ공의의 일이 무너질 수
없기때문이니라.

33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부르셨나니,
(이것이 마련된 구속의 계획이라) 이
르시되,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 마음
을 완악하게 아니할진대, 내가 나의
독생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34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아니하는 자, 그
는나의독생자를통하여 ㄱ자비를요
구할 권리를 얻고, 자기의 ㄴ죄 사함
에 이르게 되리니, 이들은 나의 ㄷ안
식에들어오리라.

35 또누구든지그마음을완악하
게 하고 불의를 행할 자는, 보라 내
가 내 진노 중에 맹세하거니와 그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
느니라.

36 이제나의형제들아, 보라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마
음을 완악하게 할진대 너희는 주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
로 너희의 죄악이 그를 격동하시게
함으로 그가 그 진노를 너희 위에 내

려보내심이 ㄱ첫번격동하시게했을
때와 같나니, 참으로 첫 번과 마찬가
지로마지막으로격동하시게할때에
도, 그의 말씀대로 되어 너희 영혼이
영원히 ㄴ멸망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첫 번 사망과 마찬가지로, 그의 말씀
대로, 마지막사망에이르게되리라.

37 그런즉이제나의형제들아, 이
러한것을우리가알고있고, 또이것
들이 참된즉,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자. 그리
하여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의 이 둘
째 계명에 있어 주 우리 하나님을 격
동하게 하여 그의 진노를 우리 위에
ㄱ초래하지 말고, 그 말씀을 좇아 예
비된 하나님의 ㄴ안식에 들어가도록
하자.

제 13 장

사람들은 그들의 지극한 신앙과 선
행으로 인해 대제사로 부름 받음－
그들은계명을가르쳐야함－의로움
을 통하여 그들은 성결하게 되고 주
의안식에들어감－멜기세덱은이들
중의 하나였음－천사들이 온 땅에
기쁜소식을선포하고있음－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심을 알려
줄것임. 주전82년경.

그리고또 나의 형제들아, 나는 너희
의 생각을 앞으로 옮겨 주 하나님께

32ㄴ 안내사망, 영적.
ㄷ 모사 15:27; 

앨 34:15~16; 42:15.
34ㄱ 안내자비로운, 자비.

ㄴ 안내죄 사함.
ㄷ 안내안식.

36ㄱ 야곱 1:7~8; 
앨 42:6, 9, 14.

ㄴ 안내정죄.
37ㄱ 니전 17:30; 야곱 1:8; 

힐 7:18.
ㄴ 앨 13:6~9.



서 그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계명들
을 주신 그때로 돌리고자 하노니, 나
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반차
를 따른 그의 거룩한 반차를 따라 제
사들을 ㄱ성임하사, 이러한것들을백
성에게 가르치게 하신 것을 너희가
기억하기바라노라.

2 또그제사들이그의아들의 ㄱ반
차를 따라 성임된 방식은, 그로써 백
성들이 어떠한 ㄴ방식으로 그의 아들
을 고대하며 구속을 바라야 할지 알
게하려는것이었느니라.

3 이에 이것이 그들이 성임된 방
식이니라－곧처음에는선이나악을
ㄱ택하도록 버려 둔 바 되었으나, 그
들의 지극한 신앙과 선행으로 말미
암아하나님의 ㄴ미리아심을좇아세
상의 ㄷ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ㄹ부
름을 받고 ㅁ예비되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선을 택하고 나서, 심히 큰
ㅂ신앙을 행사하므로, 거룩한 부름,
곧 그러한 자들을 위한 예비적인 구
속을따라, 이와함께예비된저거룩
한부름으로ㅅ부름받은것이라.

4 또 이리하여 그들은 그 신앙으
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부름에 부름
을 ㄱ받았으나, 한편 다른 이들은 그
마음의 완악함과 그 생각의 눈멈으
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을 거절하고

자 하였나니, 이 일이 아니었다면 그
들은그들의형제들과똑같이큰 ㄴ특
권을얻었을것이니라.

5 달리 말하자면 요컨대, 처음에
그들은 그들의 형제들과 ㄱ똑같은 입
장에 있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거룩
한 부름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할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세상
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예비된
것이요, 예비되신 독생자의 속죄 안
에또이를통하여있는것이니라－

6 또 이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
람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그들도 역
시그의 ㄱ안식에들어가게하도록이
거룩한 부름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
님의 거룩한 반차의 대신권에 성임
되었나니－

7 이 대신권은 그의 아들의 반차
를따른것이요, 이반차는세상의기
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있어온 것이
니, 달리 말하면 시작하는 날이나 끝
나는 해가 ㄱ없으며, 모든 것을 ㄴ미리
아시는 그의 지식을 따라, 영원으로
부터 모든 영원에 이르기까지 예비
된것이라.

8 이제 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ㄱ성임되었나니－곧 거룩한 부름으
로 부름을 받고, 거룩한 의식으로 성
임되어, 거룩한 반차의 대신권을 받

304앨마서 13:2~8

13 1ㄱ 아브 2:9, 11.
2ㄱ 교성 107:2~4.
ㄴ 앨 13:16.

3ㄱ 안내선택의지.
ㄴ 교성 38:2.
ㄷ 앨 12:25, 30. 

안내전세.
ㄹ 교성 127:2. 

안내택함; 예임.

ㅁ 교성 138:55~56.
ㅂ 안내신앙.
ㅅ 안내부르다,

하나님에게서 부름
받은, 부름; 신권.

4ㄱ 이더 12:10.
ㄴ 니전 17:32~35.

5ㄱ 니후 26:28.
6ㄱ 앨 12:37; 16:17. 

안내안식.
7ㄱ 히 7:3.
ㄴ 안내하나님, 신회.

8ㄱ 교성 84:33~42. 
안내멜기세덱 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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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인 것이라. 이 부름과 의식과 대
신권은 시작이나 끝이 없는 것이니
라－

9 이같이 그들은 아들 곧 아버지
의 독생자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ㄱ대제사가되나니, 그는시작하는날
이나끝나는해가없으시며, ㄴ은혜와
공평과 진리가 충만하시도다. 과연
그러하도다. 아멘.

10 이제 내가 그 거룩한 반차, 곧
이 ㄱ대신권에 관하여 말한 것같이,
성임을 받고 하나님의 대제사가 된
자가 많았느니라. 이는 그들의 지극
한신앙과 ㄴ회개와, 하나님앞에서의
그들의의로움으로말미암은것이었
으니, 그들은 멸망하기보다는 회개
하고의를행하기를택한것이라.

11 그러므로 그들은 이 거룩한 반
차를따라부름을받고, ㄱ성결하게되
었으며, 그들의ㄴ옷은어린양의피를
통하여씻겨져희게되었느니라.

12 이제그들이 ㄱ성신에의해 ㄴ성
결하게 되고, 그들의 옷이 희게 된
후, 하나님 앞에 ㄷ정결하고 흠 없이
되어, ㄹ혐오함이 없이는 ㅁ죄를 바라
볼수없었나니, 정결하게되어주그
들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
이많되, 심히대단히많았더라.

13 또 이제 나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회개
에 합당한 ㄱ열매를 맺어, 너희도 저
안식에들어가게되기를바라노라.

14 참으로 ㄱ멜기세덱시대의백성
들같이 겸손하라, 멜기세덱은 또한
내가 말한 바로 이 반차를 따른 대제
사였나니, 그도 또한 영원히 대신권
을받아들였던자니라.

15 또 바로 이 멜기세덱에게 ㄱ아
브라함이 ㄴ십일조를 드렸나니, 참으
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십일조로 바
쳤느니라.

16 이제 이 ㄱ의식들이 이러한 방
식으로 주어진 것은, 이에 의해 백성
들로 하나님의 아들을 고대하게 하
려는 것이니, 이는 그의 반차의 한
ㄴ예요, 곧 그의 반차이니, 이는 그들
로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그를 고
대하게 하여, 그들로 주의 안식에 들
어가게하려함이니라.

17 이제 이 멜기세덱은 살렘 땅
을 다스리는 왕이었나니, 그의 백성
의 죄악과 가증함이 점차 중해져,
참으로 그들이 모두 바른 길에서 벗
어나, 온갖 간악함이 가득하게 되었
더라.

18 그러나 멜기세덱이 큰 신앙을
행사하여, 하나님의 ㄱ거룩한 반차를

9ㄱ 안내대제사.
ㄴ 니후 2:6. 안내은혜.

10ㄱ 교성 84:18~22.
ㄴ 안내회개하다, 회개.

11ㄱ 모세 6:59~60.
ㄴ 니전 12:10; 앨 5:21~27;

3니 27:19~20.
12ㄱ 안내성신.

ㄴ 롬 8:1~9. 
안내성결하게 됨.

ㄷ 안내순수한, 순수.
ㄹ 잠 8:13; 앨 37:29.
ㅁ 모사 5:2; 앨 19:33.

13ㄱ 눅 3:8.
14ㄱ 교성 84:14. 

조성,창 14:25~40. 

안내멜기세덱.
15ㄱ 안내아브라함.

ㄴ 창 14:18~20; 
말 3:8~10. 
안내십일조, 십일조를냄.

16ㄱ 안내성임.
ㄴ 안내상징주의.

18ㄱ 안내멜기세덱 신권.



따라 대신권의 직분을 받아, 그의 백
성에게 회개를 전파하매, 보라, 그들
이 회개하였고, 멜기세덱은 자기 시
대에 그 땅에 평강을 이루었더라. 이
러므로 그가 평강의 왕이라 일컬어
졌나니, 이는 그가 살렘 왕이었음이
요, 또그는그의부친밑에서다스렸
더라.

19 이제 그의 전에도 ㄱ많은 자들
이 있었고, 후에도 많은 자들이 있었
으나, 더 큰 자가 ㄴ없었나니, 그러므
로 그에 대하여 특별히 더 언급한 것
이더라.

20 이제내가이일을상술할필요
가 없나니, 내가 말한 것으로 족하리
로다. 보라, ㄱ경전이 너희 앞에 있으
니, 너희가 그것을 ㄴ왜곡하면 그로
인하여너희스스로가멸망하리라.

21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
가 이러한 말을 그들에게 하고 나서,
그들을 향해 그 손을 내뻗고 큰 음성
으로 외쳐 이르되, 지금이 ㄱ회개할
때니, 이는 구원의 날이 가까워 옴이
니라.

22 또한주의음성이천사들의ㄱ입
을 의탁하여, 이를 만국에 선포하시
나니, 참으로 그들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갖게 하시려 이를 선포하시
며, 또한이기쁜소식을그의온백성
중에 울리게 하시나니, 곧 지면에 널
리흩어진자들에게까지라, 그리하여

그소식이우리에게이르렀도다.
23 또이는우리가이해할수있도

록, 우리가 잘못 알아들을 수 없는
ㄱ명백한 말로 우리에게 알려졌나니,
이는 우리가 낯선 땅에서 ㄴ방황하는
자 됨으로 인함이라. 그러므로 우리
가 이같이 크게 은총을 입었나니, 이
는 우리의 포도원 모든 곳에서 이 기
쁜소식이우리에게선포됨이로다.

24 이는 보라, ㄱ천사들이 지금 우
리 땅에서 많은 자들에게 이를 선포
하고 있음이니, 이는 그가 영광 중에
오실 그때에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
도록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을 준비
시키기위한것이니라.

25 또이제우리는다만그의오심
에 관하여 천사들의 입으로 우리에
게 선포되는 기쁜 소식 듣기를 기다
릴뿐이니, 이는얼마나속히올지우
리가 ㄱ알지못하나그때가옴이니라.
내 생전에 그 일이 있기를 하나님께
원하나 그때가 이르든지 늦든지 그
일로나는기뻐하리로다.

26 또주의오심은참으로그가오
실 때, 천사들의 입으로 ㄱ의롭고 거
룩한 자들에게 알려져, 우리 조상들
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니, 곧 그들이
그들안에있던예언의영을좇아, 주
께관하여말한대로이루어지리라.

27 또 이제 나의 형제들아, 내가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참으

306앨마서 13:19~27

19ㄱ 힐 8:18; 교성 84:6~16;
107:40~55.

ㄴ 교성 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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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통스럽기까지 한 큰 염려를 가
지고 ㄱ바라노니, 너희는 내 말에 귀
를 기울여, 너희 죄를 던져 버리고,
너희의회개의날을미루지말고,

28 도리어 너희는 주 앞에 겸손하
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ㄱ깨
어 항상 기도하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이상으로 ㄴ시험을받지않게하
고,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
아, 겸손하고 ㄷ온유하고유순하고인
내하며 사랑이 충만하며, 모든 것에
오래참는자가되며,

29 ㄱ주를 믿으며, 영생을 받으리
라는 소망을 가지며, 너희 마음에 항
상 하나님의 ㄴ사랑을 지녀, 마지막
날에너희가들리워그의 ㄷ안식에들
어가게되도록하라.

30 또 주께서 너희에게 회개를 주
사, 너희로 그의 진노를 자초하지 않
게하시고, 그리하여너희로 ㄱ지옥의
사슬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그리
하여너희로둘째 ㄴ사망을당하지않
게하시기를원하노라.

31 또 앨마가 백성에게 이 외에도
많은 말을 하였으나, 이 책에는 기록
되지아니하였느니라.

제 14 장

앨마와 앰율레크가 옥에 갇혀 맞
음－믿는 자들과 그들의 거룩한 경

전이불에살라짐－이들순교자들은
영광 중에 주의 영접을 받음－감옥
벽이갈라져무너짐－앨마와앰율레
크가 구출되고, 그들의 박해자들이
죽임을당함. 주전82~81년경.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백성에
게말하기를마친후그들중많은자
들이 그의 말을 믿고, 회개하며, ㄱ경
전을상고하기시작하였더라.

2 그러나 그들 중 대부분은 앨마
와 앰율레크를 멸하기를 원하였으
니, 이는 지에즈롬에게 한 앨마의 말
의 ㄱ명백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앨마
에게 노하였음이라. 또 그들은 말하
기를 앰율레크가 그들에게 ㄴ거짓말
하였으며, 그들의 법과 또한 그들의
율법사들과판사들에게대하여욕하
였다하더라.

3 그리고 그들은 또한 앨마와 앰
율레크에게 노하였나니, 그들의 간
악함에 대하여 이들이 그처럼 명백
히 증거하였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앨마와앰율레크를은밀히처치하려
하였더라.

4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
이 그리하지 아니하고, 앨마와 앰율
레크를 잡아 단단한 줄로 결박하여
그땅의대판사앞으로끌어가니라.

5 이에 백성들이 나아가 이들에
대하여 증거하되－이들이 그 땅과

27ㄱ 모사 28:3.
28ㄱ 안내기도; 살펴보다,

파수꾼.
ㄴ 고전 10:13.
ㄷ 안내온유한, 온유; 인내.

29ㄱ 앨 7:24.

ㄴ 교성 20:31; 76:116.
안내자애.

ㄷ 교성 84:24.
30ㄱ 안내정죄; 지옥.

ㄴ 안내사망, 영적.
14 1ㄱ 왕하 22:8~13. 

안내경전.
2ㄱ 앨 12:3~7.
ㄴ 앨 10:27.



또한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의 법과
그들의율법사들과판사들에게대하
여 욕하였으며, 또한 증거하기를 하
나님은한분밖에없으되, 그가그의
아들을 백성 중에 보내실 것이나, 그
들을구원하지아니하시리라하였다
증거하고, 또 앨마와 앰율레크에 대
하여 백성이 그러한 것을 많이 증거
하였으니, 이제이일은모두그땅의
대판사앞에서행하여졌더라.

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지에즈롬
이백성들이한말에놀랐고, 또한자
기의거짓된말로써자신이백성들가
운데 초래한 바, 생각의 눈멈에 관하
여알게되어, 그영혼이스스로죄를
ㄱ깨닫는 마음으로 ㄴ괴로움을 당하기
시작하였나니, 참으로 그가 지옥의
고통에에워싸이기시작하였더라.

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백
성들에게 부르짖기 시작하여 이르
되, 보라, 나에게 ㄱ죄가있고, 이사람
들은 하나님 앞에 결백하도다 하고,
그때로부터앨마와앰율레크를위하
여 변호하기 시작하였으나, 그들이
그를 욕하여 이르되, 너도 귀신 들렸
느냐 하고, 그에게 침을 뱉고, 그를
그들 가운데서 ㄴ내어 쫓고, 앨마와
앰율레크의 말을 믿는 자들도 모두
내어 쫓았더라. 또 그들이 저들을 내
어 쫓고, 사람들을 보내어 저들에게
돌을던지게하였더라.

8 또그들은저들의아내들과자녀

들을 한데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
거나 믿도록 가르침을 받은 자는 누
구든지 불에 던져지게 하고, 그들은
또 거룩한 경전이 포함된 저들의 기
록을가져와, 이도역시불에던져, 그
것들이불에타진멸되게하였더라.

9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앨
마와 앰율레크를 취하여, 순교의 장
소로 끌어내어, 불에 타는 이들의 멸
망을목격하게하였더라.

10 이에 앰율레크가 불 가운데서
타고있는여자들과어린아이들의고
통을보고, 그도또한고통을받아, 앨
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 참혹
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으리이까? 그
런즉우리의손을뻗어, 우리안에있
는 하나님의 ㄱ권능을 행사하여, 화염
에서저들을구원하사이다하였더라.

11 그러나 앨마가 그에게 이르되,
영이 나를 억제하사 내가 손을 뻗치
면안된다하시나니, 이는보라주께
서저들을 ㄱ영광중에자기에게로영
접하심이라. 또 주께서 그들로 이 일
을행하도록버려두시는것, 곧백성
들로 그 마음의 완악함을 좇아, 저들
에게 이 일을 행하도록 버려 두시는
것은, 그가그진노중에그들에게베
푸실 ㄴ심판이의로운것이되게하시
려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ㄷ무죄한
자들의 ㄹ피가그들을치는증거가될
것이요, 또 그들에게 대하여 힘차게
외치리라.

308앨마서 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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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앨마서 14:12~22

12 이제 앰율레크가 앨마에게 이
르되, 보소서, 아마도 그들이 우리도
사르리이다하더라.

13 이에앨마가이르되, 주의뜻대
로될지니라. 그러나보라, 우리의일
이 끝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
로 그들이 우리를 사르지 아니하느
니라하니라.

14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불에 던
져진 이들의 몸과 또한 그들과 함께
던져진 기록들이 다 타고나서, 그 땅
의 대판사가 와서 결박당해 있는 앨
마와 앰율레크 앞에 서서, 그 손으로
저들의 뺨을 치고, 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런 일을 보고도, 또다시 이
백성에게전파하기를그들이불과유
황의ㄱ못에던져지리라고하겠느냐?

15 보라, 너희가보나니불에던져
진 자들을 구원할 능력이 너희에게
없었고, 하나님도 그들이 너의 신앙
에 속하였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구
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판사
가다시저들의뺨을치고묻되, 너희
는너희를위해무엇이라말하느냐?

16 이제 이 판사는 기드온을 죽인
ㄱ니허의반차와신앙을따른자더라.

1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와
앰율레크가그에게아무것도대답하
지 아니하매, 그가 다시 저들을 때린
후, 관원에게넘겨옥에던져넣게하
니라.

18 이에저들이옥에던져진지사
흘되었을때, 니허의신앙에속한많

은 ㄱ율법사들과 판사들과 제사들과
교사들이 왔으니, 그들이 저들을 보
러옥있는데까지들어와, 여러말씀
에대하여저들에게질문하였으나저
들이아무대답도하지아니하더라.

1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가
저들 앞에 서서 이르되 어찌하여, 이
사람들의 말에 대답하지 아니하느
냐? 너희를 화염에 넘길 권능이 내게
있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저들에게 말하기를 명하였으나, 저
들이아무대답도하지아니하니라.

2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떠나자기길을갔다가, 다음날다시
왔고, 판사가 또한 다시 저들의 뺨을
치더라. 또한많은자들이나아와, 저
들을 치며 이르되, 너희가 다시 서서
이 백성을 판단하며 우리의 법을 정
죄하겠느냐? 너희가 그토록 큰 능력
을 가졌으면 어찌하여 너희 스스로
를ㄱ구하지아니하느냐?

21 또그같은말을저들에게많이
하며, 저들을향해그들의이를갈고,
저들에게 침을 뱉으며, 또 말하기를,
우리가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보이
겠느냐?

22 또 그 같은 많은 말을, 참으로
그 같은 온갖 말을 저들에게 하였나
니, 이같이여러날동안저들을조롱
하였더라. 또 음식을 주지 않아 주리
게 하였고, 물을 주지 않아 목마르게
하였으며, 또한 저들의 옷을 빼앗으
매 저들이 벌거벗었나니, 이같이 저

14ㄱ 앨 12:17.
16ㄱ 앨 1:7~15.
18ㄱ 앨 10:14; 11:20.

20ㄱ 마 27:39~43.



들이 단단한 줄로 결박되어, 감옥에
갇혀있었더라.

23 이에저들이여러날동안이같
이 고난을 당한 후 이렇게 되었나니,
(그날은니파이백성에대한판사치
세 제십년 시월 십이일이었더라) 앰
몬아이하 땅의 대판사와 그들의 교
사와 그들의 율법사들의 다수가 앨
마와 앰율레크가 줄로 결박되어 있
는옥까지들어가더니,

24 이에대판사가저들앞에서서,
다시 저들을 때리고, 저들에게 이르
되, 너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있거
든 이 줄에서 너희 스스로를 구원하
라, 그리하면 너희의 말대로 주께서
이 백성을 멸하시리라는 것을 우리
가믿으리라하더라.

25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다
나아가 저들을 치되, 동일한 말을 하
며, 마지막사람까지그리하니, 맨마
지막 사람이 저들에게 말하고 나자,
하나님의 ㄱ권능이 앨마와 앰율레크
위에 있으매, 이들이 일어나 자기 발
로서더라.

26 그리고앨마가외쳐이르되, 주
여, 이 큰 ㄱ고난을 우리가 어느 때까
지 받아야 하오리이까? 주여, 그리스
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을 좇아 우
리에게 힘을 주사, 구원을 얻게 하시
옵소서 하고, 저들을 결박한 줄을 끊
으매, 무리가 이를 보고 도망하기 시
작하였으니, 이는 멸망의 두려움이
그들에게임하였음이라.

27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의 두
려움이 어찌나 컸던지 그들이 땅에
엎드러져, ㄱ감옥의 바깥문에 이르지
못하더니, 땅이 심히 흔들리고, 감옥
의벽이둘로갈라져, 땅에무너지매,
앨마와 앰율레크를 친 대판사와 율
법사들과 제사들과 교사들이 그 무
너짐에의해죽임을당하니라.

28 또 앨마와 앰율레크는 옥에서
나왔으나,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는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들
의 신앙을 좇아 저들에게 능력을 주
셨음이라. 이에 저들이 옥에서 곧바
로 나아왔고, 저들을 결박했던 줄에
서 ㄱ풀렸으되, 옥은 무너져, 앨마와
앰율레크를 제외하고는, 그 안에 있
던 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였고, 저
들은곧바로성안으로나아왔더라.

29 이제백성이큰소음을듣고그
원인을 알고자 하여 무리를 지어 함
께 달려왔다가, 앨마와 앰율레크가
옥에서 나아오는 것과 감옥의 벽이
땅에 무너진 것을 보고는 큰 두려움
에 사로잡혀, 앨마와 앰율레크의 면
전에서 도망하기를 참으로 염소가
그 어린 것을 데리고 두 마리의 사자
에게서 도망함같이 하였나니, 이같
이 그들이 앨마와 앰율레크의 면전
에서도망하였더라.

제 15 장

앨마와앰율레크가사이돔으로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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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앨마서 15:1~11

교회를세움－앨마가지에즈롬을낫
게 하매 그가 교회에 가입함－많은
사람이 침례를 받고 교회가 번영
함－앨마와 앰율레크가 제이라헤믈
라로감. 주전81년경.

그리고이렇게 되었나니 앨마와 앰
율레크가 그 성에서 떠나라는 명령
을 받고 떠나서, 사이돔 땅으로 나왔
더니, 보라거기서저들이 ㄱ앰몬아이
하 땅을 떠난 자들, 곧 앨마의 말을
믿은까닭에 ㄴ내어쫓기고돌에맞은
모든백성을발견하였더라.

2 이에앨마와앰율레크가그들에
게 그들의 ㄱ아내들과 자녀들에게 일
어난 모든 일과 또한 자신들에 관해
서와, 자신들의구원의 ㄴ능력에관하
여이야기해주었더라.

3 그리고지에즈롬역시사이돔에
서 뜨거운 열로 병들어 누웠으니, 이
는자기의 ㄱ간악함으로인한그마음
의 큰 환난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는 그가 앨마와 앰율레크가 더 이상
살아 있지 않다고 생각하였음이요,
또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저들이
죽임을 당하였다 생각하였음이라.
이에 이 큰 죄와, 또 그의 다른 많은
죄들이 그의 마음을 괴롭혀, 이윽고
그 마음이 심히 고통스럽게 되었어
도 구원을 얻지 못하니, 그러므로 그
가 뜨거운 열로 타 들어가기 시작하
더라.

4 이제 그가 앨마와 앰율레크가

사이돔땅에있다함을듣고, 그마음
이 용기를 얻기 시작하여, 즉시 그들
에게 전갈을 보내어, 자기에게로 와
줄것을청하니라.

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가 보낸 전갈에 응하여, 즉시 가서
집에 들어가, 지에즈롬에게 이르니,
그가 자기 침상에 있는데, 병들어 뜨
거운 열로 쇠진하여 있더라. 또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도 심히
고통을 당하더니, 그가 그들을 보자
그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자기를 낫
게해주기를구하더라.

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그 손을 잡고 그에게 이르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네
가ㄱ믿느냐?

7 이에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
러하오이다, 나는 당신이 가르치신
말씀을모두믿나이다.

8 이에 앨마가 이르되, 만일 네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으면 ㄱ고침을
받을수있느니라.

9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하오이
다, 나는당신의말씀대로믿나이다.

10 이에 앨마가 주께 부르짖어 이
르되, 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안에있는그의신앙으로그를 ㄱ고쳐
주시옵소서하더라.

11 이에 앨마가 이 말을 하고 나
자, 지에즈롬이 ㄱ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니, 이일이된것을보고모든

15 1ㄱ 앨 16:2~3, 9, 11.
ㄴ 앨 14:7.

2ㄱ 앨 14:8~14.

ㄴ 앨 14:28.
3ㄱ 앨 14:6~7.
6ㄱ 막 9:23.

8ㄱ 안내병 고치다, 병 고침.
10ㄱ 막 2:1~12.
11ㄱ 행 3:1~11.



백성이 크게 놀라니라. 이에 이 소문
이사이돔온땅에두루퍼지니라.

12 또 앨마가 지에즈롬에게 침례
를 주어 주께로 인도하매, 그가 그때
로부터백성들에게가르침을베풀기
시작하니라.

13 또 앨마는 사이돔 땅에 교회를
세우고, 그 땅에 제사들과 교사들을
성별하여, 누구든지 침례 받기 원하
는 자들에게 침례를 주어 주께로 인
도하게하였더라.

14 또이렇게되었나니그수가많
았으니, 이는 사이돔 주변 모든 지역
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침례를 받
음이더라.

15 그러나 앰몬아이하 땅에 있던
백성들에 대하여 말할진대, 그들이
여전히 그대로 마음이 완악하고 목
이뻣뻣한백성인채, 자기의죄를회
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앨마와 앰율
레크의 능력을 모두 악마의 것으로
돌림이요, 이는그들이 ㄱ니허의신앙
에 속했던 고로, 그들의 죄를 회개해
야할것을믿지아니하였음이더라.

16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와 앰
율레크는, 앰율레크가 하나님의 말
씀을 위하여 앰몬아이하 땅에 있던
그의 금과 은과 그의 귀한 것들을 다
ㄱ버리고 한때 그의 친구였던 자들과
또한 그의 부친과 그의 친족들에게
ㄴ버림을받았으므로,

17 그러므로 앨마가 사이돔에 교
회를 세우고 나서, 큰 ㄱ억제가 있음

을 보되, 참으로 백성들이 그 마음의
교만이 억제를 받아, 하나님 앞에
ㄴ겸손하기시작하며, 제단앞에서하
나님을 ㄷ예배하려 그들의 성소에 함
께 모이기 시작하며, ㄹ깨어 항상 기
도하여, 사탄에게서와, ㅁ사망에서와,
멸망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을 본
후－

18 이제내가말한것같이, 앨마가
이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앰율레크
를 데리고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넘
어와, 그를자기집으로데리고가서,
그의 환난 중에 그에게 베풀고, 그를
주안에서굳세게하니라.

19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
사치세제십년이끝났느니라.

제 16 장

레이맨인들이 앰몬아이하 백성을 멸
함－조램이 니파이인들을 이끌고 레
이맨인들에게 승리를 거둠－앨마와
앰율레크와다른많은자들이말씀을
전파함－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 후에 니파이인들에게 나타나시
리라고가르침. 주전81~77년경.

그리고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
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십일년 이월
오일, 곧 그때까지 제이라헤믈라 땅
에 많은 평화가 있었고, 수년간 전쟁
이나 다툼이 없었더니, 십일년 이월
오일에 전쟁의 외침이 온 땅에 들리

312앨마서 15:12~16:1

15ㄱ 앨 1:2~15.
16ㄱ 눅 14:33; 앨 10:4.

ㄴ 안내박해하다, 박해.

17ㄱ 앨 16:21.
ㄴ 안내겸손한, 겸손.
ㄷ 안내예배.

ㄹ 안내기도; 살펴보다,
파수꾼.

ㅁ 안내사망, 영적.



313 앨마서 16:2~11

니라.
2 이는보라레이맨인들의군대가

광야쪽을침범하여, 그땅경계로들
어오되, 참으로 ㄱ앰몬아이하 성으로
들어와 백성들을 죽이며, 성을 멸하
기시작하였음이라.

3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
이인들이 미처 그들을 그 땅 밖으로
몰아 내기에 충분한 군대를 일으키
기도 전에, 그들이 앰몬아이하 성에
있던 백성들과 또한 노아의 경계 부
근의 얼마를 ㄱ멸하고, 다른 자들을
광야로사로잡아갔더라.

4 이제이렇게되었나니니파이인
들이 광야로 사로잡혀 끌려간 자들
을도로찾기심히원하였더라.

5 그러므로니파이군대의총대장
으로임명되어있던자가, (그의이름
은 조램이요,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
었으니 리하이와 에이허라)－이제
조램과 그의 두 아들은 앨마가 교회
의대제사인줄을알고, 또그가예언
의 영을 지니고 있음을 들었으므로,
앨마에게로가서그들이레이맨인들
에게 사로잡힌 그들의 형제들을 찾
아 광야 어디로 들어가기를 주께서
원하시는지 알려 줄 것을 그에게 청
하였더라.

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그문제에관하여주께 ㄱ여쭈었더라.
그리고는 앨마가 돌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레이맨인들이 멀리 맨
타이땅경계너머위쪽, 남편광야에

서 시돈 강을 건너리니, 보라 너희는
시돈 강 동편 거기서 그들을 만날지
라, 거기서 주가 레이맨인들에게 사
로잡힌 네 형제들을 네게 넘겨주시
리라하니라.

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조램과
그의 아들들이 그 군대와 더불어 시
돈강을건너, 멀리맨타이의경계너
머로 행군하여, 시돈 강 동편에 있는
남편광야로들어가더라.

8 그리고레이맨인들의군대를급
습하매, 레이맨인들이 흩어져 광야
로 쫓겨 들어갔고, 그들은 레이맨인
들에게사로잡혔던그들의형제들을
취하였더니, 사로잡혔던 자들 중 한
영혼도 잃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그
들은 자기 형제들로 말미암아 자신
의땅을소유하게되었더라.

9 그리고이같이판사제십일년이
끝나니 레이맨인들은 그 땅에서 쫓
겨났고, 앰몬아이하 백성은 ㄱ멸망당
하였더라. 참으로 앰몬아이하 사람
중 모든 산 자가 ㄴ멸망당하였으며,
그들의 큰 성도 또한 멸망되었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무 커서 하
나님도멸하실수없다하던것이라.

10 그러나 보라, ㄱ하루에 그것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었으며, 주검들
이 개들과 광야의 들짐승들에게 갈
기갈기찢기었더라.

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후
그들의 시체가 지면에 쌓여, 그 위에
덮이는것이엷게덮이니, 이제그악

16 2ㄱ 앨 15:1, 15~16.
3ㄱ 앨 9:18.
6ㄱ 앨 43:23~24.

9ㄱ 앨 8:16; 9:18~24; 
몰 6:15~22.

ㄴ 앨 25:1~2.

10ㄱ 앨 9:4.



취가 심히 컸으므로 백성들이 여러
해 동안 앰몬아이하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 또 그 곳은
니허인들의 황무지라 일컬어졌나니,
이는죽임을당한그들이 ㄱ니허의신
앙에 속하였으며, 그들의 땅이 황무
한채있었음이더라.

12 그리고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
사 치세 십사 년까지 레이맨인들이
니파이인들을대적하여싸우러다시
오지 아니하매, 이리하여 삼 년 동안
니파이 백성은 온 땅에서 계속하여
평화를누렸더라.

13 또 앨마와 앰율레크는 나아가
유대인들의 방식을 따라 지어진, 그
들의여러 ㄱ성전에서와, 그들의여러
성소에서, 또한그들의여러 ㄴ회당에
서백성들에게회개를전파하더라.

14 또그들의말을듣고자하는자
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사람을 ㄱ외모
로 취함이 없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나누어주었더라.

15 또 이같이 앨마와 앰율레크와,
또한 이들 외에 이 일을 위하여 택함
을 받은 많은 자들이 나아가, 그 온
땅에 두루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
매, 교회의 설립이 그 땅 전역에서,
주변의 모든 지역에서, 니파이인들
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일반적인 것
이되었더라.

16 또 그들 중에 ㄱ불평등함이 없
었더라. 주께서 그 오시는 때에 그들
가운데가르치실말씀을받아들이도
록 사람의 자녀들의 생각을 예비하
시려, 곧그들의 ㄴ마음을예비하시려
온지면에그의영을쏟으시니－

17 이는 그들로 말씀을 거스려 완
악하게 되지 않게 하여, 그들로 신앙
없는 자가 되어 멸망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고, 도리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한 ㄱ가지로서 ㄴ참포도나무에
접목되어, 주그들의하나님의 ㄷ안식
에들어가게하려하심이라.

18 이제 백성 가운데 나아간 그
ㄱ제사들은일체의거짓말함과 ㄴ속임
과 ㄷ시기함과다툼과악독과모욕함,
도적질함, 강탈함, 약탈함, 살인함,
간음을 범함 및 온갖 음란함을 금하
도록 가르치며, 이러한 일들이 마땅
히그래서는아니됨을외치고－

19 반드시 속히 임할 일을 가르치
되, 참으로하나님의아들의 ㄱ오심과
그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죽은 자
의부활에대하여도가르쳤더라.

20 또백성중많은이들이하나님
의 아들이 오실 곳에 대하여 묻더니,
그가 ㄱ부활하신 후 그들에게 ㄴ나타
나시리라는 것을 가르치매, 이를 백
성이큰기쁨과즐거움으로듣더라.

21 이에이제온땅에두루교회가

314앨마서 16:12~21

11ㄱ 앨 1:15; 24:28~30.
13ㄱ 니후 5:16.

ㄴ 앨 21:4~6, 20.
14ㄱ 앨 1:30.
16ㄱ 모사 18:19~29; 4니 1:3.

ㄴ 안내상한 마음.
17ㄱ 야곱 5:24.

ㄴ 안내포도원, 주의.
ㄷ 앨 12:37; 13:10~13.

18ㄱ 앨 15:13.
ㄴ 안내속이다, 속이는,

속임.
ㄷ 안내시기.

19ㄱ 안내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망에 관한 예언.

20ㄱ 니전 12:4~6.
ㄴ 니후 26:9; 

3니 11:7~14.



315 앨마서 17:1~5

세워지고 난 후－악마에게 ㄱ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한 그
대로 그 온 땅에 전파되고, 주께서는
백성들 위에 그의 복을 쏟으시니－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
세제십사년이끝났느니라.

하나님의말씀을위하여나라에대한
그들의 권리를 버리고, 레이맨인들
에게전도하러니파이땅으로올라간
모사이야의 아들들의 기사. 그들의
고난과구출－앨마의기록에의함.

제17장에서제27장까지
수록되어있음.

제 17 장

모사이야의아들들은예언과계시의
영을 지님－그들이 레이맨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러 각기 다른 길로
감－암몬이 이스마엘 땅으로 가서
라모나이 왕의 종이 됨－암몬이 시
부스 물에서 왕의 양 떼를 구하고 그
의적들을죽임. 1~3절, 주전77년경.
4절, 주전 91~77년경. 5~39절, 주전
91년경.

또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기
드온 땅에서, 남방으로 멀리 맨타이
땅으로 여행하고 있을 때, 보라 놀랍
게도 제이라헤믈라 땅을 향해 여행

하고 있던 모사이야의 ㄱ아들들을
ㄴ만났더라.

2 이제 이 모사이야의 아들들은
천사가 ㄱ처음 앨마에게 나타났을 때
그와 함께 있었던지라, 그러므로 앨
마가 그의 형제들을 보고 심히 기뻐
하였더라. 또 그의 기쁨을 더욱 더하
게한것은, 그들이아직도주안에서
그의 형제였음이요, 그뿐 아니라 그
들은 진리의 지식에 있어 강해져 있
었나니, 이는 그들이 온전한 이해력
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
씀을알고자, 부지런히경전을 ㄴ상고
하였음이더라.

3 그러나 이것이 모두가 아니니,
그들은 많은 기도와 ㄱ금식에 힘썼었
고 그리하여 예언의 영과 계시의 영
을 지니게 되어, 가르칠 때는 하나님
의권능과권세로ㄴ가르쳤더라.

4 또 그들은 십사 년 동안 레이맨
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
르쳐 왔었고, 많은 ㄱ성공을 거두어
많은 자들을 ㄴ인도하여 진리의 지식
에 이르게 하였나니, 참으로 그들의
말씀의 권능으로 많은 자들이 하나
님의 단 앞으로 인도되어, 그의 이름
을 부르며 그의 앞에 자기의 죄를
ㄷ고백하게되었더라.

5 이제 이는 그들의 여행에서 그
들에게 수반된 상황이니, 이는 그들
이 많은 고난을 겪었음이라, 그들은
육신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노고

21ㄱ 앨 15:17.
17 1ㄱ 모사 27:34.

ㄴ 앨 27:16.
2ㄱ 모사 27:11~17.

ㄴ 안내경전.
3ㄱ 안내금식하다, 금식;

기도.
ㄴ 안내가르치다.

교사－영으로 가르치다.
4ㄱ 앨 29:14.
ㄴ 안내선교 사업.
ㄷ 안내고백하다, 고백.



를 겪었었나니, 곧 굶주림, 목마름,
그리고 피로와, 또한 영으로 많은
ㄱ애를씀과같은것이라.

6 이제그들의여행은이러하였더
라. 나라를 ㄱ거절하고, 판사 원년에
그 부친 모사이야를 ㄴ작별하였나니,
나라를 그들의 부친은 그들에게 넘
겨주기원하였고, 이또한백성의생
각이기도하였으나,

7 그럼에도불구하고그들이제이
라헤믈라 땅을 떠나, 그들의 칼과 그
들의 창과 그들의 활과 그들의 화살
과 그들의 물매를 취하였으니, 그들
이 이렇게 한 것은 광야에 있는 동안
스스로를 위하여 먹을 것을 마련하
고자함이었더라.

8 이같이 그들은 니파이 땅으로
올라가, 레이맨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자, 그들이 선택한
그들의 일행과 더불어 광야로 떠났
더라.

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여러 날 광야를 여행하며, 많이 금식
하고많이 ㄱ기도하여주께서그의영
의 일부를 그들에게 주사 그들과 함
께 가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게
하사,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든 ㄴ도
구가 되어, 가능하다면 그들의 형제
레이맨인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고
올바르지 아니한 그들 조상의 ㄷ전통
의 비속함을 알게 하도록 해 주시기

를간구하였더라.
1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그의 ㄱ영으로 그들을 ㄴ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ㄷ위안을 받을지
어다하시니, 그들이위안을받더라.

11 이에 주께서 또한 그들에게 이
르시되, 네 형제 레이맨인들 가운데
나아가, 나의 말을 확립하라. 그리하
되 너희는 오래 참음과 고난 중에
ㄱ인내하여, 내안에서그들에게선한
본을 보일지니, 그리하면 내가 너로
내 손에 든 도구를 삼아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하리라하시니라.

1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모사이
야의 아들들과 또한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의마음이레이맨인들에게나아
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할용기를얻었더라.

1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레이맨인들의 땅 경계에 도착하였을
때, 주안에서그들이ㄱ추수의마감때
에다시만나게될것을주안에서신
뢰하며, 각기 ㄴ헤어져 서로에게서 떠
났으니, 이는 그들이 시작한 일이 실
로크다고, 그들이생각하였음이라.

14 그리고 정녕 그 일은 큰일이었
나니, 이는그들이 ㄱ거칠고완악하며
흉포한 백성, 니파이인들을 살해하
며, 그들의 것을 빼앗고 약탈하기를
기뻐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기를 시작하였음이라. 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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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앨마서 17:15~25

들은 그 마음을 재물에 곧 금과 은과
보석에 두었고, 더욱이 살인하고 약
탈함으로써 이러한 것을 얻기를 구
하였나니, 이는 그들 스스로의 손으
로 그러한 것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
하고자함이라.

15 이리하여 그들은 몹시 게으른
백성이었고, 그들 중 많은 자들이 우
상을섬겼으며, 그들조상들의 ㄱ전통
까닭에 하나님의 ㄴ저주가 그들에게
내렸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약속들은회개의조건하에그들에게
주어졌느니라.

16 그러므로 모사이야의 아들들
이그일을시작한 ㄱ까닭은이것이었
나니, 혹그들을회개로인도하여, 혹
그들로 구속의 계획을 알게 하고자
함이라.

17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 헤어져,
각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
의말씀과권능을좇아, 홀로그들가
운데나아갔더라.

18 이제 암몬은 그들 중 우두머리
요, 곧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성역을
베풀더니, 자신이 떠나기 전에 그들
을 그 각각의 위치에 따라 ㄱ축복하
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
어준후, 곧그들에게성역을베푼후
그들을 떠났나니, 이같이 그들은 각
기따로그땅을두루여행하였더라.

19 이에암몬이 ㄱ이스마엘땅으로
갔으니, 이 땅은 역시 레이맨인이 된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라

일컫는곳이라.
20 이에 암몬이 이스마엘 땅에 들

어가매, 레이맨인들이 그를 잡아 결
박하니, 이는 그들의 수중에 든 니파
이인들을 모두 결박하여, 왕 앞으로
데려 가는 그들의 관례대로더라. 이
리하여 그의 뜻과 의향대로, 그들을
죽이든지, 사로잡아 두든지, 옥에 던
져 넣든지, 그의 땅에서 쫓아내든지,
왕의의향에맡겨졌더라.

21 이에 이리하여 암몬이 이스마
엘 땅을 다스리는 왕 앞에 끌려가니,
그의 이름은 라모나이요, 그는 이스
마엘의후손이더라.

22 이에왕이암몬에게혹그땅에
서 레이맨인들 중에, 아니면 그의 백
성 중에 거하는 것이 그의 바람인지
묻더라.

23 이에암몬이그에게이르되, 그
러하오이다, 나는 한동안, 그뿐 아니
라 아마도 죽는 날까지 이 백성 가운
데거하기를원하나이다하더라.

2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라모나
이 왕이 암몬을 몹시 기뻐하여, 그의
결박을 풀어 주게 하고, 암몬이 자기
의 딸 가운데 하나를 아내로 취하기
를원하였더라.

25 그러나 암몬이 그에게 이르되,
그리 마옵소서, 하지만 내가 왕의 종
이 되리이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암
몬이 라모나이 왕의 종이 되니라. 이
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의
관습을 좇아, 그를 다른 종들 가운데

15ㄱ 앨 9:16~24; 18:5.
ㄴ 앨 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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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어 라모나이의 양 떼를 지키게 하
였더라.

26 이에그가왕을섬겨사흘을지
낸 후, 저희 양 떼와 더불어 시부스
물이라 하는, 물 있는 곳으로 나아가
는 레이맨인 종들과 함께 하였더니,
그 곳은 모든 레이맨인들이 물을 얻
으러, 그들의 양 떼를 몰아오는 곳이
라－

27 그러므로 암몬과 왕의 종들이
이물있는곳으로그들의양떼를몰
아가고 있을 때, 보라 자기 양 떼와
더불어 물에 와 있던 레이맨인 몇몇
이서서, 암몬과왕의종들의양떼를
흩으니, 그들이 흩으매 양 떼가 여러
길로도망한지라.

28 이제 왕의 종들이 울먹이기 시
작하여 이르되, 이제 왕이 우리의 형
제들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를죽이리니, 그들의양떼가이사람
들의 간악함에 의해 흩어진 연고로
왕이 그들을 죽였느니라 하고, 심히
울기 시작하여 이르되, 보라 우리의
양떼는이미흩어졌도다하더라.

29 이제그들이운것은죽임을당
할 것을 두려워한 연고더라. 이제 암
몬이 이를 보고 그 마음이 속에서 기
쁨으로 부풀었나니, 이는 그가 말하
기를, 내가나의이동료종들에게나
의 능력, 곧 내 안에 있는 능력을 보
여, 양 떼를 왕에게로 회복하여, 내
이 동료 종들의 마음을 얻어, 그들을
인도하여 내 말을 믿게 하리라 하였
음이라.

30 이제 이러한 것이 암몬이 자기
형제라 칭한 자들의 고난을 보았을
때, 그가가진생각이었더라.

3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이
자기의 말로 그들을 달래어 이르되,
내 형제들아, 기운을 내라 그리고 양
떼를찾으러가자, 우리는양떼를함
께 모아 물 있는 곳으로 도로 데려오
리니, 이같이 우리가 왕을 위하여 양
떼를 보전하면 그가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3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양 떼를 찾으러 가며, 암몬을 따르더
니, 그들이 몹시 빠르게 앞으로 내달
아 왕의 양 떼를 가로막아, 그것들을
다시물있는곳으로함께모았더라.

33 이에그사람들이다시서서그
들의 양 떼를 흩으려 하거늘, 암몬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양 떼를 에
워싸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나는
가서 우리 양 떼를 흩는 이 사람들과
더불어싸우겠노라하더라.

34 그러므로 그들이 암몬이 그들
에게 명하는 대로 하매, 암몬이 나아
가 시부스 물가에 선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서니, 저들의 수가 적지 아
니하더라.

35 그러므로 저들이 암몬을 두려
워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들 중 하나
가 저들 뜻대로 그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이라. 이는 주께서 모사
이야에게 그 아들들을 저들의 손에
서 ㄱ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을
저들이 알지 못하였음이요, 주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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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도 저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
였음이라. 그러므로 저들은 저들 형
제들의 멸망을 기뻐하였나니, 이 연
고로 저들은 서서 왕의 양 떼를 흩고
자한것이더라.

36 그러나 ㄱ암몬이 서서 그의 물
매로 저들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하
여, 참으로큰힘으로저들가운데물
매로 돌을 던지니, 이같이 암몬이 저
들중ㄴ몇을죽이매저들이암몬의힘
에 놀라기 시작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형제 중 죽임을 당한
자들로 인해 노하였던지라, 저들은
그를 거꾸러뜨리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리하여저들이자기들의돌로는그
를 ㄷ맞힐 수 없음을 보고, 그를 죽이
려몽둥이를가지고나아왔더라.

37 그러나보라, 암몬을치려고그
몽둥이를 치켜드는 자마다, 암몬이
자기 칼로 저들의 팔을 쳐 떨어뜨렸
으니, 이는 그가 저들의 공격에 대항
하여 자기의 칼날로 저들의 팔을 쳤
음이라. 그리하여 저들이 놀라기 시
작하여, 그의 앞에서 도망하기 시작
하였나니, 참으로 저들의 수가 적지
아니하였으되, 그가 그 팔의 힘으로
저들로도망하게하였더라.

38 이제저들중여섯이물매에쓰
러졌으되, 그가 그 칼로 저들의 지도
자 외에는 아무도 죽이지 아니하였
고, 또그는그를치려고들린저들의
팔을 다 쳐서 떨어뜨렸나니, 그 수가
적지아니하더라.

39 이에 저들을 멀리 쫓아버리고

나서, 암몬이 돌아오매 그들이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양 떼를 왕의 초
장으로 되돌린 다음, 암몬의 칼에 맞
아떨어진바, 그를죽이려하던자들
의 팔들을 가지고 왕에게로 들어가
되,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한 증거로서
그 팔들을 가지고 왕에게로 들어갔
더라.

제 18 장

라모나이 왕이 암몬을 위대한 영이
라 생각함－암몬이 왕에게 창조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 그
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구속
에대하여가르침－라모나이가믿고
죽은듯이땅에쓰러짐. 주전90년경.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라모나이 왕
이 그의 종들로 하여금 나서서 그 일
에 대하여 그들이 본 것을 다 증거하
게하더라.

2 이에 그들이 모두 그 본 것을 증
거하매, 왕이 자기의 양 떼를 보호하
는 암몬의 충실함과 그를 죽이려 하
던 자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그의 큰
힘에대해알고나서, 심히놀라이르
되, 정녕 이는 사람 이상이로다. 보
라, 이는 이 백성에게 그들의 살인으
로 인하여, 그처럼 큰 형벌을 보내시
는위대한영이아니냐?

3 이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위대한 영인지 혹은 사
람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

36ㄱ 이더 12:15. ㄴ 앨 18:16. ㄷ 앨 18:3.



러나 이만큼은 우리가 아노니, 그는
왕의 원수들이 ㄱ죽일 수 없으며, 그
의 노련함과 큰 힘으로 인하여, 그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이 왕의
양 떼를 흩을 수도 없나이다. 그러므
로 우리는 그가 왕에게 벗이 됨을 아
나이다. 그리고 이제 왕이시여, 우리
는 사람에게 그처럼 큰 능력이 있다
고 믿지 아니하오니, 이는 아무도 그
를 죽일 수 없는 줄 우리가 앎이니이
다하더라.

4 이에 왕이 이 말을 듣고는, 그들
에게 이르되, 이제 나는 그가 위대한
영인줄아노니, 그가이때내려온것
은 너희의 생명을 보호하고 나로 너
희 형제들을 죽인 것같이, 너희를
ㄱ죽이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제
이는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위대
한영이로다.

5 이제이는라모나이의전통으로
써, 그가 그 부친에게서 받았던 것이
니, 곧 ㄱ위대한 영이 있다 하는 것이
라. 그들이 위대한 영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행하는 것
은 무엇이든지 다 옳다고 생각하였
더라. 그럼에도 라모나이는 그의 종
들을 죽인 것이 잘못한 일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으로,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하였나니,

6 이는 물 있는 곳에서 그가 그들
을 많이 죽였음이니 이는 그들의 형
제들이 그들의 양 떼를 흩었음으로
인함이라. 이리하여 그들의 양 떼가
흩음을당하였음으로인하여그들은

죽임을당하였더라.
7 이제 시부스 물가에 서서 백성

들의 양 떼를 흩는 것은 이 레이맨인
들의 관행이었나니, 그리함으로써
흩어진 양 떼를 많이 저들 땅으로 몰
아가고자 함이라. 이는 저들 가운데
있는약탈의관행이더라.

8 이에이렇게되었나니라모나이
왕이 그의 종들에게 물어 이르되, 그
처럼 큰 능력을 지닌 이 사람은 지금
어디있느냐?

9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
소서, 그는 왕의 말을 먹이고 있나이
다 하더라. 이제 왕은 종들이 그들의
양떼에게물을먹일시각이전에, 그
들에게 자신의 말들과 병거들을 예
비하고, 자기를 니파이 땅으로 인도
하라명했었나니, 이는그온땅을다
스리는 왕인, 라모나이의 부친에 의
해 니파이 땅에 큰 잔치가 예정되어
있었음이라.

10 이제 라모나이 왕은 암몬이 그
의 말들과 그의 병거들을 예비하고
있다 함을 듣고, 암몬의 충실함으로
인하여더욱놀라이르되, 정녕이사
람같이 충실한 종은 나의 모든 종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실
로 그가 내 명령을 모두 기억하여 시
행함이로다.

11 이제내가정녕아노니이는그
위대한 영이라, 그가 내게로 들어오
기를 내가 청하기 원하나, 감히 그리
할수없도다.

1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이

320앨마서 18:4~12

18 3ㄱ 앨 17:34~38.
4ㄱ 앨 17:28~31.

5ㄱ 앨 19:25~27. 안내하나님, 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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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과 그의 종들을 위하여 말과 병거
들을 예비하고 나서, 왕에게로 들어
갔더니, 그가 본즉 왕의 안색이 변하
였는지라, 그의 면전에서 돌이켜 나
오려하더라.

13 이에왕의종들중하나가그에
게이르되, 랩보나여하거늘, 이는해
석한즉강력한, 곧위대한왕이니, 저
희 왕들은 강력하다고 여김이라. 그
리하여 그가 암몬에게 이르되, 랩보
나여, 왕께서 당신이 머물러 있기를
원하나이다.

14 이러므로 암몬이 왕에게로 돌
이켜, 그에게이르되, 왕이시여, 내가
왕을 위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
나이까 하였으나, 왕이 그들의 시간
으로, 한시간동안그에게대답을하
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음
이더라.

1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이
다시 그에게 이르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하였으나, 왕이 그에
게대답하지아니하더라.

1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로 인
해 왕의 ㄱ생각을 알게 된지라, 그에
게 이르되, 이는 내가 왕의 양 떼와
왕의 종들을 지키기 위하여, 물매와
칼로 그들의 형제 중 일곱을 죽이고,
다른 자들의 팔을 쳐 떨어뜨려서, 왕
의 종들과 왕의 양 떼를 지켰음을 왕
께서 들으신 연고니이까, 보소서, 왕
으로 하여금 기이히 여기게 하는 것

이이것이니이까?
17 왕께 말씀드리거니와, 왕의 기

이히 여기심이 그처럼 클 것이 무엇
이니이까? 보소서, 나는 사람이요,
왕의 종이오니, 무엇이든지 옳은 것
으로써 왕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행
할것이나이다.

18 이제 왕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시 놀랐으니, 이는 암몬이 능히 그
의생각을 ㄱ분별할수있음을보았음
이라.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라모
나이왕이그입을열어, 암몬에게이
르되, 당신은 뉘시오니이까? 당신은
모든것을 ㄴ아는저위대한영이오니
이까?

19 암몬이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
되, 아니니이다.

20 이에 왕이 이르되, 당신은 내
마음의 생각을 어찌 아나이까? 당신
은 담대히 말씀하시고, 이 일에 대하
여 나에게 고하며, 또한 무슨 능력으
로내양떼를흩은나의형제들을죽
이고 그들의 팔을 쳐 떨어뜨렸는지
내게말씀해주소서－

21 또 이제 만일 당신이 이 일에
관하여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무엇
이든지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당신께 드리리이다. 또 필요하다면,
나의 군대로 당신을 지켜 드리겠나
이다. 그러나 그들 모두보다 당신이
더 강한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럴지
라도 무엇이든지 당신이 내게 원하
시는것은내가당신께드리리이다.

22 이제암몬은지혜롭되, 아무해

16ㄱ 앨 12:3. 18ㄱ 안내분별의 은사. ㄴ 안내하나님, 신회.



를 입히지 않는 사람이었으므로, 라
모나이에게 이르되, 무슨 능력으로
내가 이러한 일을 하는지 말씀드리
면, 왕께서는내말에귀를기울여주
시겠나이까? 이것이 내가 왕께 원하
는것이니이다하는지라.

23 이에 왕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
르되, 그리하리이다, 나는 당신의 말
씀을 모두 믿겠나이다 하니, 이리하
여그가계책으로잡힌바되니라.

24 이에 암몬이 ㄱ담대히 그에게
말하기 시작하여, 그에게 이르되, 왕
은하나님이계심을믿으시나이까?

25 이에 그가 대답하여 저에게 이
르되,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내가
알지못하나이다하는지라.

26 이에암몬이이르되, 왕은위대
한영이계심을믿으시나이까?

27 이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오
이다.

28 이에 암몬이 이르되, 이는 곧
하나님이시라 하고, 암몬이 다시 그
에게 이르되, 왕은 하나님이신 이 위
대한 영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셨음을믿으시나이까?

29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하오이
다, 그가땅에있는모든것을창조하
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오나 하늘은
내가알지못하나이다.

30 이에암몬이그에게이르되, 하
늘은 하나님과 그의 모든 거룩한 천

사들이거하는곳이니이다.
31 이에라모나이왕이이르되, 그

것은땅위편에있나이까?
32 이에 암몬이 이르되, 그러하니

이다. 또 그는 사람의 자녀들을 모두
다굽어보시며, 마음의 ㄱ생각과의도
를다알고계시니, 이는태초부터그
들이 다 그의 손으로 창조되었음이
니이다.

33 이에라모나이왕이이르되, 당
신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내가 믿
나이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보
내심을받았나이까?

34 암몬이그에게이르되, 나는사
람이요, ㄱ사람은태초에하나님의형
상대로 창조되었으니, 나는 이 백성
에게이러한것들을 ㄴ가르쳐, 그들로
의롭고 참된 것의 지식에 이르게 하
도록 그의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았
나이다.

35 또그 ㄱ영의일부가내안에거
하사, 하나님께 있는 나의 신앙과 소
망을 따라 내게 ㄴ지식과 또한 힘을
주시나이다.

36 이제 암몬이 이 말을 하고 나
서, 세상의창조와, 또한아담의창조
에서 시작하여, 사람의 타락에 관한
모든 것을 그에게 다 고하고, 그들의
조상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날 때
까지, ㄱ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바, 곧
백성의 기록과 거룩한 ㄴ경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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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상세히말하고, 그의앞에진술하였
더라.

37 또한 그들에게 (이는 왕과 그
종들에게 말하는 것이었음이라) 그
들 조상들이 광야에서 여행한 모든
일과, 주림과 갈증으로 겪은 그들의
모든 고난과 그들의 수고 등을 자세
히말하였더라.

38 또한 그들에게 레이맨과 레뮤
엘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모반에
대하여도 자세히 말하되, 참으로 그
들의 모반을 그들에게 다 진술하고
리하이가예루살렘을떠나던때로부
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과 경전을
그들에게설명하였더라.

39 그러나 이것이 모두가 아니니,
이는 그가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
로부터 예비된 구속의 ㄱ계획을 그들
에게 설명하였음이라. 그가 또한 그
들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하여
알게하고, 또주의모든일을그들에
게알게하였더라.

40 이에이렇게되었나니그가이
모든 것을 말하고, 이를 왕에게 설명
하고 난즉, 왕이 그의 말을 다 믿으
니라.

41 이에 그가 주께 부르짖기 시작
하여이르되, 오주여, 자비를베푸소
서. 니파이 백성에게 베푸신 주의 풍
성하신 ㄱ자비를 좇아, 나와 내 백성
에게도베푸소서.

42 이에 이제 이 말을 하고 나서,
그가마치죽은듯땅에쓰러지더라.

4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의 종
들이 그를 취하여 그를 그의 아내에
게로 옮겨가서 침상 위에 두매, 그가
마치죽은듯이이틀낮이틀밤동안
누웠는지라,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
들과 그의 딸들이 그를 잃음을 크게
슬퍼하며레이맨인들의관례를따라
그를위하여애곡하니라.

제 19 장

라모나이가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받
고 구속주를 봄－그의 권속이 비몽
사몽간에 들고 많은 자들이 천사들
을봄－암몬이기적적으로보호됨－
그가 많은 자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
들가운데교회를세움. 주전90년경.

그리고이렇게 되었나니 이틀 낮 이
틀 밤이 지난 후 그들이 바야흐로 그
의 몸을 취하여,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무덤
에두려하였더라.

2 이제 왕후가 암몬의 소문을 들
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그로 자기
에게들어오기를청하였느니라.

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이
명함을 받은 대로 행하여 왕후에게
로 들어가서, 자기가 무엇을 행하기
바라는지알고자하더라.

4 이에 왕후가 그에게 이르되, 내
남편의 종들이 내게 알게 하기를 당
신은거룩한하나님의 ㄱ선지자요, 당

36ㄷ 모사 1:4; 
앨 22:12; 37:9.

39ㄱ 안내구속의 계획.

41ㄱ 안내자비로운, 자비.
19 4ㄱ 안내선지자.



신에게는 그의 이름으로 많은 능한
일을행하는능력이있다하더이다.

5 그러므로 만일 그러하거든, 들
어가서내남편을봐주소서, 이는자
기 침상에 그가 눕히운지 이틀 낮과
이틀 밤이 되어, 어떤 이들은 말하되
그가 죽지 아니하였다 하나, 다른 이
들은 말하되 그가 죽었고 그에게서
냄새가 나니, 그를 무덤에 두어야 한
다 함이니이다. 그러나 나 자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내게는 그에게서 냄
새가나지아니하나이다하는지라.

6 이제 이는 암몬이 바라던 바였
으니, 이는 라모나이 왕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음을 그가 알았음이라.
믿지않음의어두운 ㄱ휘장이그의마
음에서 벗어지고 있으며, 그의 마음
을 밝혀 주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요, 그의 선하심의 기이한 빛인 그
빛－참으로이 ㄴ빛이그의영혼에그
처럼큰기쁨을넣어주어, 암흑의구
름이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의 빛이
그의 영혼에 밝혀졌음을 그가 알았
나니, 참으로 이것이 그의 육의 몸을
압도하여, 그가 하나님 안에 이끌려
갔음을암몬이알았더라－

7 그러므로왕후가그에게요청한
일은 그의 유일한 바람이라. 그리하
여 그가 왕후가 요청한 대로 왕을 보
려고 들어가, 왕을 보고, 그가 죽지
않았음을알았더라.

8 이에 왕후에게 이르되, 그는 죽
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고

있은즉, 내일이면 다시 일어나리이
다. 그러므로그를장사하지마소서.

9 또 암몬이 그에게 이르되, 왕후
께선 이를 믿으시나이까? 왕후가 그
에게 이르되, 내게는 당신의 말씀과
우리 종들의 말 외에는 아무 증거가
없으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되리
라고내가믿나이다.

10 또암몬이그에게이르되, 당신
의 큰 신앙으로 말미암아 당신께 복
이 있나이다. 내가 당신께 이르노니,
여자여, 온 니파이 백성 가운데서도
그처럼 큰 ㄱ신앙이 있지 아니하였나
이다하더라.

1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왕후가
그 시로부터 그가 일어나리라고 암
몬이지정한다음날그시간까지, 그
남편의침상을지켰더라.

1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의
말대로, 그가 일어나니라. 그가 일어
나자, 여자에게 그 손을 내밀고 이르
되,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으며 그
대에게도복이있도다.

13 이는 그대가 사는 것같이 분명
히, 보라, 내가나의구속주를보았음
이요, 그가 나아오사, ㄱ여자에게서
ㄴ나시고,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인
류를 구속하실 것임이로다. 이제 이
말을 하고는, 그 마음이 그의 속에서
부풀어, 기쁨으로 다시 쓰러지니, 왕
후또한영에압도되어쓰러지니라.

14 이제 암몬은 그 죄와 그 ㄱ전통
으로 말미암아, 니파이인들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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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ㄱ 고후 4:3~4. 안내휘장.
ㄴ 안내빛, 그리스도의 빛.

10ㄱ 눅 7:9. 안내신앙.

13ㄱ 니전 11:13~21.
ㄴ 안내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망에 관한 예언.
14ㄱ 모사 1:5.



325 앨마서 19:15~22

곧 하나님의 모든 백성 가운데 그토
록 많은 애통의 원인이었던 그의 형
제 레이맨인들에게 그의 ㄴ기도대로
주의 영이 부어짐을 보고, 무릎을 꿇
고, 그의 형제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
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혼을 쏟아내
어 기도와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더
니, 그도 역시 ㄷ기쁨으로 압도되매,
이리하여그들셋모두가땅에 ㄹ쓰러
지니라.

15 이제 그들이 쓰러진 것을 왕의
종들이 보았을 때, 이들 역시 하나님
께 부르짖기 시작하였으니, 이는 주
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도 임하
였음이라. 이는 왕 앞에 서서 왕에게
암몬의 큰 능력에 대하여 증거하던
자들이ㄱ이들이었음이더라.

16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들이 힘
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이
윽고 레이맨인 여자 중 하나를 제외
하고는 모두 땅에 쓰러지니, 그 여자
의 이름은 에이비시더라. 그는 그 부
친의 놀라운 시현으로 인하여, 주께
로돌이킨지여러해가되었더라－

17 그리하여 주께로 돌이켰으나
결코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더니, 그
러므로 라모나이의 종들이 모두 땅
에 쓰러지고, 또한 그의 여주인 왕후
와 왕과 암몬이 땅에 쓰러져 있는 것
을 그가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
인줄알고생각하기를, 이기회가그
들 중에 일어난 일을 백성들에게 알
게 함으로써 그리하여 이 광경을 바

라봄으로써, 그들로 하나님의 권능
을 ㄱ믿게할것이라하였으므로그가
집집마다뛰어다니며이를백성들에
게알렸더라.

18 이에 그들이 왕의 집으로 함께
모이기 시작하더니, 큰 무리가 이르
러 놀랍게도 왕과 왕후와 그들의 종
들이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으
니그들이다죽은듯이거기누워있
었으며, 그들이 또한 암몬을 보았으
니, 보라그는니파이인이더라.

19 이에 이제 백성들이 그들 가운
데 수군거리기 시작하여, 어떤 이들
은 말하되 이는 왕이 니파이인을 이
땅에 ㄱ머물도록용납한까닭에, 그들
에게곧왕과그의집에임한큰재앙
이라하였더라.

20 그러나 다른 이들이 그들을 꾸
짖어 이르되, 왕이 시부스 ㄱ물에서
양 떼를 흩음 당한 그의 종들을 죽인
까닭에, 이 재앙을 자기 집에 초래하
였다하더라.

21 그러나 그들 역시 시부스 물에
서서 왕에게 속한 양 떼를 ㄱ흩은 그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았으니, 이는
시부스 물에서 왕의 양 떼를 지키는
동안, 암몬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죽
인 자들로 인하여 그들이 암몬에게
노하여있었음이라.

22 이제 그들 중 하나로, 자기 형
제가 암몬의 칼로 ㄱ죽임을 당하였던
자가 암몬에게 심히 노하여, 자기 칼
을 뽑아 들고 나아가 그것으로 암몬

14ㄴ 교성 42:14.
ㄷ 안내기쁨.
ㄹ 앨 27:17.

15ㄱ 앨 18:1~2.
17ㄱ 모사 27:14.
19ㄱ 앨 17:22~23.

20ㄱ 앨 17:26; 18:7.
21ㄱ 앨 17:27; 18:3.
22ㄱ 앨 17:38.



위에 떨어지게 하여 그를 죽이고자
하더니, 저가 암몬을 치려고 칼을 치
켜들자, 보라저가쓰러져죽더라.

23 이제 우리는 암몬이 죽임을 당
할 수 없음을 아나니, 이는 ㄱ주께서
그의 부친 모사이야에게 이르시기
를, 내가그를보전하리니, 너의신앙
대로그에게이루어지리라하셨음이
라－그러므로모사이야가그를주께
ㄴ맡겼더라.

2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무리가
암몬을 죽이려고 칼을 치켜 든 자가
쓰러져 죽는 것을 보았을 때, 두려움
이 그들 모두에게 임하여, 그들이 감
히 손을 내밀어 암몬이나 쓰러진 자
들 중 아무라도 만지려 하지 아니하
였고, 그들이다시이큰능력의원인
이무엇일지, 또는이모든것이무슨
뜻일지 그들끼리 기이히 여기기 시
작하니라.

25 또이렇게되었나니그들중많
은 자들이 말하기를 암몬은 위대한
영이라 하고,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그는 ㄱ위대한영의보냄을받은자라
하였으나,

26 다른 이들은 그들 모두를 꾸짖
으며, 그는 니파이인들에게서 그들
을 괴롭히도록 보냄을 받은 괴물이
라하더라.

27 또 어떤 이들은 암몬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고통을
주도록 위대한 영의 보냄을 받은 자
라하고, 또 니파이인들과 항상 함께

있어, 언제나 그들을 자기들의 손에
서 건져 낸 것은 위대한 영이었다 하
였으며, 또 그들은 그들의 형제 레이
맨인들을 그처럼 많이 멸한 것은 이
위대한영이었다하더라.

28 이리하여 그들 중에서 논쟁이
심히 격렬해졌더니, 그들이 이같이
쟁론하고 있을 때, 무리를 함께 모이
게 한 ㄱ여자 종이 와서 무리 가운데
있는 논쟁을 보고, 심히 슬퍼하여 눈
물을흘리더라.

2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가 가
서 혹 왕후를 땅에서 일으키고자 왕
후의 손을 잡으매, 저의 손이 왕후의
손에 닿자마자, 왕후가 일어나 두 발
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오
ㄱ무서운지옥에서나를구해주신복
되신 예수여, 복되신 하나님이시여,
이백성에게ㄴ자비를베푸소서.

30 이 말을 하고는, 두 손을 마주
잡고, 기쁨이 충만하여 많은 말을 하
였으나, 그말을깨닫는자가없더라.
또 저가 이렇게 하고 나서 라모나이
왕의 손을 잡으매, 보라 그가 일어나
두발로서더라.

31 즉시로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있는 논쟁을 보고는, 나아가 그들을
꾸짖으며, 암몬의입에서들은 ㄱ말씀
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매, 그
의말을들은자는모두믿고, 주께로
돌이켰더라.

32 그러나 그들 가운데 그의 말을
듣고자아니하는자가많이있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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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ㄱ 모사 28:7; 앨 17:35.
ㄴ 안내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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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그들은자기길을갔더라.
33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이 일

어나매 그도 역시 그들에게 가르침
을 베풀었고, 라모나이의 모든 종들
도 역시 그리하여, 그들이 모두 백성
들에게동일한것을선포하였나니－
곧 그들의 마음이 ㄱ변화되었으며,
ㄴ악을행하고자하는욕망을더이상
갖고있지않다함이라.

34 또 보라, 많은 자들이 ㄱ천사들
을 보았고 그들과 대화하였음을 백
성들에게 선포하였나니, 이리하여
그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과
그의의에대하여말하였느니라.

3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의
말을믿는자가많이있어, 믿는자들
은 모두 ㄱ침례를 받았으며, 그들은
의로운 백성이 되어, 그들 가운데 교
회를세웠더라.

36 이같이 주의 일이 레이맨인들
가운데서시작되었고, 그리하여주께
서는 그의 영을 이들 위에 부어 주기
시작하셨나니, 회개하고그의이름을
믿고자하는 ㄱ모든백성에게그의팔
이펼쳐짐을우리가알게되느니라.

제 20 장

주께서 암몬을 믿도나이에 보내어
옥에 갇힌 그의 형제들을 구출하게
하심－암몬과 라모나이가 그 온 땅
을 다스리는 왕인 라모나이의 부친
을 만남－암몬이 강제로 늙은 왕으

로 하여금 그의 형제들의 방면을 승
인하게함. 주전90년경.

이에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 땅
에교회를세우고난뒤, 라모나이왕
이 암몬이 자기와 함께 니파이 땅으
로가기를원하니, 이는그를자기부
친에게보이고자함이라.

2 이에 주의 음성이 암몬에게 임
하여 이르시되, 너는 니파이 땅으로
올라가지말지니, 보라, 왕이네생명
을 노릴 것임이니라. 오히려 너는 믿
도나이땅으로갈지니, 이는보라, 거
기에 네 형제 아론과 또한 뮬로카이
와앰마가옥에갇혀있음이니라.

3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이
이를 듣고, 라모나이에게 이르되, 보
소서, 내 형제와 동역자들이 믿도나
이에서옥에갇혀있어, 내가가서그
들을구하고자하나이다.

4 이제 라모나이가 암몬에게 이르
되, 주의 ㄱ능력 안에서 당신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보소서, 내가 당신과 함께 믿
도나이 땅으로 가리니, 앤티옴노라
이름하는 믿도나이 땅의 왕은 내게
친구가 됨이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믿도나이 땅으로 가서, 그 땅의 왕을
잘달래면, 그가당신의형제들을ㄴ옥
에서내보내리이다. 이제라모나이가
이르되, 당신의 형제들이 옥에 갇혀
있다고누가당신께고하더이까?

5 이에 암몬이 그에게 이르되, 하

33ㄱ 안내거듭난,
하나님에게서 난.

ㄴ 모사 5:2; 앨 13:12.

34ㄱ 안내천사.
35ㄱ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
36ㄱ 니후 26:33; 앨 5:33.

20 4ㄱ 앨 26:12.
ㄴ 앨 20:28~30.



나님 외에는 아무도 나에게 고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내게 이르시기
를 가서 네 형제들을 구하라, 그들이
믿도나이 땅에서 옥에 갇혀 있음이
니라하셨나이다.

6 이제 라모나이가 이를 듣고는
그종들로하여금자기의 ㄱ말들과자
기의병거들을준비하게하더라.

7 그리고 암몬에게 이르되, 오소
서, 내가 당신과 함께 믿도나이 땅으
로 내려가, 거기서 그 왕에게 간청하
여 그로 당신의 형제들을 옥에서 내
보내게하겠나이다하더라.

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과
라모나이가 그리로 여행하다가, 그
온 땅을 ㄱ다스리는 왕인 라모나이의
부친을만나더라.

9 이에 보라 라모나이의 부친이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는 내가
내 아들들과 내 백성을 위하여 잔치
를 베푼 저 큰 날에 ㄱ잔치에 오지 아
니하였느냐?

10 또 이르되, 너는 ㄱ거짓말쟁이
의 자손 중 하나인 이 니파이인과 함
께어디로가고있는중이냐?

1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라모나
이가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인
지 그에게 자세히 이르니, 이는 그를
노엽게할까두려워함이라.

12 저가 또한 자기 나라에 머물러
그 부친이 예비한 잔치에 그에게로
가지 아니한 까닭을 그에게 다 고하
였더라.

13 이제 라모나이가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자세히 이르고 나매, 보라, 그
가놀랍게도그의부친은그에게노하
며 이르되, 라모나이야, 네가 이 니파
이인들을구하려고가고있으니, 이들
은 거짓말쟁이의 자식들이라. 보라,
그는우리조상들을약탈하였고, 이제
그의 자손들 역시 우리 가운데 와서,
그들의간교함과그들의거짓말로우
리를속여, 우리에게서우리의소유를
약탈하려하느니라하더라.

14 이제 라모나이의 부친이 그에
게암몬을칼로죽일것을명하고, 또
한 그에게 믿도나이 땅으로 가지 말
고자기와함께 ㄱ이스마엘땅으로갈
것을명하였더라.

15 그러나 라모나이가 그에게 이
르되, 나는 암몬을 죽이지 아니하겠
고, 이스마엘 땅으로 돌아가지도 아
니하겠사오며, 도리어 암몬의 형제
들을 방면하러 믿도나이 땅으로 가
오니, 이는 그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요 참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인
줄을내가앎이니이다하니라.

16 이제 그의 부친이 이 말을 듣
고, 그에게 노하여, 그를 쳐 땅에 엎
드러지게하고자칼을빼었더라.

17 그러나 암몬이 나서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 아들을 죽이지
마소서. 그러나 당신보다 그가 쓰러
지는 것이 ㄱ나으리니, 이는 보소서,
그는 이미 자기의 죄를 ㄴ회개하였음
이라. 그러나 이때 만일 당신이 노한

328앨마서 20:6~17

6ㄱ 앨 18:9~10.
8ㄱ 앨 22:1.
9ㄱ 앨 18:9.

10ㄱ 모사 10:12~17.
14ㄱ 앨 17:19.
17ㄱ 앨 48:23.

ㄴ 앨 19:12~13.



329 앨마서 20:18~28

가운데 쓰러지면, 당신의 영혼은 구
원받지못하리이다.

18 그리고 또 당신이 참아야 마땅
함은, 당신이 만일 당신 아들을 ㄱ죽
인다면, 그가 무죄한 사람인지라, 그
의 피가 땅에서부터 주 그의 하나님
께 부르짖어, 당신에게 보복이 임할
것임이니, 아마도당신은당신의 ㄴ영
혼을잃게될것임이니이다.

19 이제암몬이그에게이말을하
자, 그가 암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내 아들을 죽인다면, 내가
무죄한피를흘릴줄아노니, 이는그
를 멸망시키고자 꾀한 것이 너임이
로다하였더라.

20 그리고그손을뻗어암몬을죽
이려 하였으나, 암몬이 그의 공격을
막더니, 또한그의팔을쳐쓰지못하
게하였더라.

21 이제 왕이 암몬이 자기를 죽일
수 있음을 보고, 암몬에게 자기 목숨
을 살려 줄 것을 간청하기 시작하였
더라.

22 암몬이그의칼을치켜들고, 그
에게이르되, 보소서, 당신이내형제
들을 옥에서 나가게 해 주지 아니할
진대당신을치겠나이다하더라.

23 이제 왕이 자기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이르되, 나를 살려 주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라의 절
반이라도주겠노라하더라.

24 이제암몬이늙은왕을자기뜻
대로 움직였음을 보고, 그에게 이르
되, 만일 당신이 내 형제들을 옥에서

나가도록허락해주고, 또한라모나이
로 그의 왕국을 그대로 가지게 하며,
그를노여워하지아니하고, 그가생각
하는 것은 ㄱ무엇이라도 그 자신의 원
대로 할 것을 허락한다면, 그러면 당
신을살려주려니와, 그렇지아니하면
당신을쳐땅에엎드러뜨리리다.

25 이제 암몬이 이 말을 하고 나
자, 왕이 자기 목숨으로 인하여 기뻐
하기시작하더라.

26 또 암몬에게 자기를 멸할 뜻이
없음을보고, 또한그가자기아들라
모나이에 대하여 가진 큰 사랑을 보
고, 심히 놀라 이르되, 내가 그대의
형제들을 놓아 주고, 나의 아들 라모
나이로 하여금 그의 왕국을 그대로
가지게 용납하는 이것이, 그대가 원
한모든것인즉, 보라, 내가그대에게
허락하여 내 아들이 이때로부터 영
원히 그의 왕국을 그대로 가지게 하
겠고, 내가더이상그를지배하지아
니할것이며－

27 내가 또한 그대의 형제들이 옥
에서 나감과 그대와 그대의 형제들
이 내 나라에 나를 찾아옴을 그대에
게 허락하겠노라. 이는 내가 그대 보
기를 몹시 원할 것임이로라 하였으
니, 이는 왕이 그가 한 말과 또한 자
기 아들 라모나이가 한 말에 크게 놀
랐으므로, 그 말한 것을 배우기 ㄱ원
하였음이더라.

2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과
라모나이가 믿도나이 땅을 향하여
그들의 여행을 계속하였고, 라모나

18ㄱ 안내살인하다.
ㄴ 교성 42:18.

24ㄱ 앨 21:21~22. 27ㄱ 안내겸손한, 겸손.



이가 그 땅 왕의 눈에 은혜를 입었으
므로, 암몬의 형제들이 옥에서 나오
게되니라.

29 또암몬은그들을만났을때심
히 슬펐으니, 이는 보라 그들이 벌거
벗었고, 단단한 줄로 결박됨으로 인
하여 그들의 피부가 심히 상했음이
라. 또한 그들은 굶주림, 갈증, 그리
고 온갖 고난을 겪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모든 고통
중에ㄱ인내하였더라.

30 또 일이 된 바로는, 그들의 경
우 더 완악하고 더 목이 뻣뻣한 백성
의 손에 빠졌었나니, 그러므로 저들
이 그들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여, 그
들을쫓아내고, 그들을때리고, 그들
을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 곳에서
저 곳으로 몰아내매, 이윽고 그들이
믿도나이 땅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그들이 잡혀 옥에 던지워, ㄱ단단한
줄에 결박되어서, 여러 날 옥에 갇혀
있다가, 라모나이와 암몬에게 구출
되었더라.

아론과뮬로카이와그들의형제들이
레이맨인에게전도한기사.

제21장에서제26장까지
수록되어있음.

제 21 장

아론이 아맬레카이인들에게 그리스

도와 그의 속죄에 대하여 가르침－
아론과그의형제들이믿도나이에서
옥에 갇힘－그들이 구출된 후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고 많은 개종자를
만듦－라모나이가이스마엘땅에있
는 백성에게 종교의 자유를 부여함.
주전90~77년경.

이제 암몬과 그의 형제들이 레이맨
인들의 땅 경계에서 서로 ㄱ헤어졌을
때, 보라 아론은 레이맨인들이 그들
조상들의출생지를따라예루살렘이
라 칭하는 땅을 향하여 여행하였으
니, 그곳은멀리몰몬의경계에접한
곳이더라.

2 이제 레이맨인들과 아맬레카이
인들과 ㄱ앰율론 백성은 예루살렘이
라칭하는, 큰성을건축했었더라.

3 이제레이맨인들스스로도족히
완악하였으나, 아맬레카이인들과 앰
율론인들은 더욱 완악하였나니, 그
러므로그들이레이맨인들로하여금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들로 간
악함과 그 가증함 중에 점점 더 굳어
지게하였더라.

4 이에이렇게되었나니아론이예
루살렘 성에 와서, 먼저 아맬레카이
인들에게전도하기시작하되,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하
였으니, 이는아맬레카이인과앰율론
인 중에서 니허인들의 ㄱ반차를 좇은
자가 많아, 그들이 니허인들의 반차
를따라회당들을지었음이라.

330앨마서 20:29~21:4

29ㄱ 앨 17:11.
30ㄱ 앨 26:29.
21 1ㄱ 앨 17:13, 17.

2ㄱ 모사 24:1; 
앨 25:4~9.

4ㄱ 앨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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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리하여아론이백성에게전도
하려고 그들의 한 회당에 들어가, 그
들에게 말할 때, 보라 아맬레카이인
하나가 일어나 그와 다투기 시작하
여 이르되, 네가 증거한 바가 무엇이
냐? 네가 ㄱ천사를 보았느냐? 어찌하
여 천사들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느냐? 보라 이 백성이 너의 백성만
큼선하지아니하냐?

6 네가 또 말하기를, 우리가 회개
하지 아니하면 멸망하리라고 하도
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네가
어찌 아느냐?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줄을 네가 어찌 아느냐? 우리가 의로
운 백성이 아닌 줄을 네가 어찌 아느
냐? 보라, 우리는 성소들을 지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나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줄 믿노라 하
니라.

7 이제 아론이 그에게 이르되, 그
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그 죄
에서구속하시려오실것을믿느냐?

8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
는 네가 그러한 것을 도무지 알고 있
다고 믿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이 어
리석은 전통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네가장차이를 ㄱ일들에대하
여 안다고 믿지 아니하며, 너의 조상
들과 또한 우리의 조상들이 그 장차
이를 일에 대해 말한 바에 관하여 알
았다고도믿지아니하노라하더라.

9 이제아론이그들에게그리스도

의 오심에 관하여서와, 또한 죽은 자
의 부활에 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
의죽으심과고난및그의피의ㄱ속죄
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인류를 위한
ㄴ구속이있을수없다는것에대하여
경전을펼쳐주기시작하였더라.

1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아론이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하매 그들이 그에게 노하여, 그
를 조롱하기 시작하고, 그가 하는 말
을듣고자아니하더라.

11 그러므로 아론은 그들이 자기
말을 듣고자 아니하는 것을 보고, 그
들의 회당에서 떠나, 애니-앤타이라
하는 마을로 건너와서, 거기서 그들
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뮬로카이와,
또한 앰마와 그의 형제들을 발견하
였고, 이에 그들이 말씀에 대하여 많
은이들과더불어쟁론하였더라.

1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
들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려 함을
그들이보았으므로, 그들이떠나믿도
나이땅으로넘어와서, 많은자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였으나, 그들이 가르치
는말을믿는자가거의없더라.

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그
의 형제 중 몇몇은 잡혀 옥에 던져졌
고, 나머지는 믿도나이 땅에서 나와
주변지역으로피했더라.

14 그리고 옥에 던져진 자들은 많
은 ㄱ고난을당하더니, 그들이라모나
이와 암몬의 손에 구출되매, 사람들
이그들을먹이고입혔더라.

5ㄱ 모사 27:11~15.
8ㄱ 야곱 7:1~8.
9ㄱ 안내속죄하다, 속죄.

ㄴ 모사 5:8; 
앨 38:9.

14ㄱ 앨 20:29.



15 이에 그들이 말씀을 선포하러
다시 나아갔나니, 이같이 그들이 처
음으로 옥에서 구출되었고, 이같이
그들이고난을겪었더라.

16 또 그들은 주의 ㄱ영이 인도하
시는 곳으로 어디든지 나아가며, 그
들이 들어 갈 수 있는 아맬레카이인
들의 모든 회당에서, 또는 레이맨인
들의 모든 집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을전파하였더라.

1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기 시작하시매,
그들이 많은 자들을 진리의 지식에
로 인도하였나니, 참으로 많은 자들
에게 그들의 죄와, 올바르지 아니한
그들 조상들의 전통을 ㄱ깨닫게 하였
더라.

18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과 라
모나이가 믿도나이 땅에서 그들의
기업의 땅인 이스마엘 땅으로 돌아
왔더라.

19 이에 라모나이 왕은 암몬이 자
기에게 수종들거나, 자기의 종 됨을
용납하고자아니하였고,

20 이스마엘 땅에 회당들을 짓게
하고, 자기 백성, 곧 자기의 통치 아
래에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모
이게하였더라.

21 또그가그들을기뻐하여, 그들
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또한 그들
은그의아래에있는백성이요, 또자
유로운 백성이라, 그의 부왕의 압제
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며, 이는 그의

부친이 그에게 이스마엘 땅과 주변
의 모든 땅에 있는 백성을 다스릴 것
을허락하였음을그들에게선포하였
더라.

22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라모나
이 왕의 통치하에 있는 땅이면, 그들
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원대로
ㄱ자유로이 주 그들의 하나님을 예배
하여도좋음을선포하였더라.

23 또 암몬이 라모나이 왕의 백성
에게 전도하였고, 또 이렇게 되었나
니의에관한것에대한모든것을그
들에게 가르쳤더라. 또 그가 부지런
함을 다하여, 매일 그들을 권면하매,
그들이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열심으로하나님의계명을지키더라.

제 22 장

아론이라모나이의부친에게창조와
아담의 타락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
속의 계획에 대하여 가르침－왕과
그의모든권속이돌이킴－니파이인
들과 레이맨인들 사이의 땅의 구분
이설명됨. 주전90~77년경.

이제 암몬이 이같이 라모나이 백성
들을 계속하여 가르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아론과 그의 형제들의 기사
로 돌아가리니, 이는 저가 믿도나이
땅을 떠난 후 영에 ㄱ이끌려 니파이
땅으로 가되, 곧 이스마엘 땅을 ㄴ제
외한 그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의 집으

332앨마서 21:15~22:1

16ㄱ 앨 22:1.
17ㄱ 교성 18:44.
22ㄱ 교성 134:1~4; 

신개 1:11. 
안내해방.

22 1ㄱ 앨 21:16~17.

ㄴ 앨 21:21~22.



333 앨마서 22:2~12

로 갔음이라. 그는 라모나이의 부친
이더라.

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가 그
형제들과 더불어 왕의 궁궐에 들어
가서, 그에게로 들어가 왕 앞에 절하
고, 그에게이르되, 왕이시여보소서,
우리는왕이옥에서 ㄱ구출해주신암
몬의형제들이니이다.

3 또 이제 왕이시여, 만일 우리의
목숨을 살려 주실 것이오면, 우리가
왕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매, 왕이 그
들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너희의 생
명은 너희에게 주려니와, 너희가 나
의 종 됨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그
러나 너희가 나에게 가르침을 베풀
것을 요구하리니, 이는 네 형제 암몬
의 말의 관대함과 위대함으로 말미
암아 내 마음이 얼마간 곤혹하게 되
었음이라. 나는 또 그가 어찌하여 너
와 함께 믿도나이에서 올라오지 않
았는지그까닭을알기원하노라.

4 이에 아론이 왕에게 이르되, 보
소서, 주의영이그를다른길로부르
셨으니, 그는 라모나이의 백성들을
가르치려이스마엘땅으로갔나이다.

5 이제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
희가 주의 영에 관하여 말한 이것이
무엇이냐? 보라, 이것이 나를 곤혹하
게하는것이니라.

6 그리고 또한 암몬이 말한 바－
ㄱ너희가 회개하면 구원을 얻을 것
이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날
에 버림을 당하리라 한 이것은 무엇

이냐?
7 아론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

되, 왕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나
이까? 왕이 이르되, 나는 아맬레카이
인들이 하나님이 있다 하는 줄을 알
며, 그들이함께모여그를경배할성
소들을 지을 것을 그들에게 허락하
였나니, 만일 지금 네가 하나님이 계
시다고하면, 보라내가ㄱ믿으리라.

8 이에 이제 아론이 이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기뻐하기 시작하였
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왕이 사
심같이 분명히, 왕이시여, 하나님이
계시나이다.

9 이에 왕이 이르되, 하나님은 우
리 조상들을 예루살렘 땅에서 인도
해낸저 ㄱ위대한영이시냐?

10 이에아론이그에게이르되, 그
러하니이다, 그가 그 위대한 영이시
니, 그는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ㄱ창조하셨나이다. 왕은 이를 믿으시
나이까?

11 이에그가이르되, 그러하도다,
위대한 영이 만물을 창조하신 줄 내
가믿노니, 이모든일에관하여나에
게 말해 주기를 바라노라. 그리하면
내가네말을ㄱ믿으리라.

1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아론이
왕이자기말을믿을것임을보고, 아
담의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왕에게
경전을 ㄱ읽어주었으니, 곧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
하신 것과, 하나님이 그에게 계명을

2ㄱ 앨 20:26.
6ㄱ 앨 20:17~18.
7ㄱ 교성 46:13~14.

9ㄱ 앨 18:18~28.
10ㄱ 안내창조하다, 창조.
11ㄱ 안내믿음, 믿다.

12ㄱ 니전 5:10~18; 
앨 37:9.



주셨음과, 범법으로 인하여 사람이
타락하였음에대한것이라.

13 또 아론이 그에게 아담의 ㄱ창
조로부터 경전을 해설하며, 그의 앞
에 사람의 타락과 그들의 속된 상태
와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이
름을 믿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세상
의기초가놓이던 ㄴ때로부터예비된,
구속의ㄷ계획을설명하였느니라.

14 또사람은이미 ㄱ타락하였으므
로 스스로는 아무것도 얻기에 ㄴ합당
하지 못하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
음이 신앙과 회개 등을 통하여 그들
의 죄를 ㄷ속하며 그가 사망의 줄을
끊으시므로, ㄹ무덤이승리를얻지못
하리라는 것과 사망의 쏘는 것이 영
광의소망중에삼키운바될것을설
명하였으니, 아론이 이 모든 것을 왕
에게해설하였더라.

1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아론이
그에게 이러한 것을 해설하자, 왕이
이르되, ㄱ내가어찌하여야그대가말
한 이 영생을 얻겠느냐? 참으로 내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에게서 ㄴ나서, 내
가슴에서 이 간악한 영을 뿌리뽑고,
그의 영을 받아 기쁨이 충만하게 되
고, 마지막 날에 버림을 받지 않겠느
냐? 그가 이르되, 보라, 이 큰 기쁨을
받기 위해 내가 가진 ㄷ모든 것을 버
리겠노라. 참으로 나의 왕국이라도
버리겠노라하더라.

16 그러나 아론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만일이것을 ㄱ원하시오면, 왕이
하나님 앞에 절하실진대 참으로 왕
이 왕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절하며 받을 줄로 믿으며 신앙
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실진대, 왕이
원하시는ㄴ소망을받게되시리이다.

1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아론이
이말을하고나자, 왕이무릎을꿇고
주 앞에 ㄱ절하니, 참으로 땅 위에 꿇
어엎드려, 크게ㄴ부르짖어이르되,

18 하나님이시여, 아론이 나에게
일러 하나님이 계시다 하였사오니,
만일 하나님이 계시고, 당신이 하나
님이시거든, 내게 당신을 알려 주시
겠나이까? 당신을알고, 죽은자가운
데서 일으킴을 받으며,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기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버리겠나이다 하더니, 이제 왕이 이
말을 하고는, 갑자기 쓰러지니 마치
죽은것같더라.

1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의 종
들이 달음질하여 왕에게 일어난 일
을 왕후에게 다 고하매, 왕후가 들어
와왕에게이르러, 그가마치죽은것
같이누워있는것을보고, 또한아론
과 그의 형제들이 마치 그들이 왕이
쓰러진 원인이었던 양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노하여, 자기의종들,
곧 왕의 종들에게 명하여 그들을 잡
아죽이라하니라.

334앨마서 22:13~19

13ㄱ 창 1:26~28.
ㄴ 니후 9:18.
ㄷ 안내구속의 계획.

14ㄱ 안내아담과 이브의
타락.

ㄴ 니후 25:23; 

앨 42:10~25.
ㄷ 앨 34:8~16. 

안내속죄하다, 속죄.
ㄹ 사 25:8; 

고전 15:55.
15ㄱ 행 2:37.

ㄴ 앨 5:14, 49.
ㄷ 마 13:44~46; 19:16~22.

16ㄱ 안내돌이킴, 돌이키다.
ㄴ 이더 12:4.

17ㄱ 교성 5:24.
ㄴ 안내기도.



335 앨마서 22:20~28

20 이제 종들은 왕이 쓰러진 까닭
을 보았으므로, 감히 아론과 그의 형
제들에게그손을대려하지않고, 왕
후에게 간청하여 이르되, 보소서, 그
들중하나가우리모두보다 ㄱ강하거
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사람들을
죽일 것을 명하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 앞에 거꾸러지리이다
하더라.

21 이제 왕후가 종들의 두려움을
보고 그 역시 자기에게 어떤 재앙이
미칠까 하여,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
하더니, 그 종들을 명하여 가서 백성
들을 부르게 하고, 그들로 아론과 그
의형제들을죽이게하였더라.

22 이제 아론이 왕후의 결심을 보
고는, 또한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함
을 아는 고로, 큰 무리가 함께 모이
고, 그들중에큰다툼과소동이일어
날까 염려하였더라. 그리하여 그 손
을 내밀어 왕을 땅에서 일으키고, 그
에게 이르되 일어서라 하니, 그가 그
힘을받으며두발로서더라.

23 이제이일이왕후와많은종들
이 있는데서 이루어지매, 그들이 이
를 보고 크게 기이히 여기고, 두려워
하기 시작하였더니, 왕이 나서서, 그
들에게 가르침을 ㄱ베풀기 시작하니
라. 또 그가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풀
매, 이윽고 그의 온 권속이 주께로
ㄴ돌이켰더라.

24 이제 왕후의 명령으로 인하여
많은 무리가 함께 모였더니, 아론과

그의 형제들로 인하여 그들 가운데
큰불평이생겼더라.

25 왕이 그들 가운데 나서서 그들
에게 가르침을 베풀매, 그들이 아론
과 그와 함께 한 자들을 향하여 누그
러졌더라.

2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왕이 백
성들이 누그러진 것을 보고, 아론과
그의 형제들로 하여금 무리 가운데
나서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게
하니라.

27 또이렇게되었나니왕이그온
땅에 두루 ㄱ포고를 보내되, 그의 온
땅에있는자기의모든백성및그주
변 모든 지역에 있는 백성 가운데 포
고를 보내었으니, 그 땅은 동과 서로
는 경계가 바다에 닿았고, ㄴ제이라헤
믈라땅으로부터는좁고긴광야지대
를 사이에 두고 나뉘었으며, 이 지대
는다시동편바다에서서편바다까지
뻗었고, 바닷가의 변경을 둘러, 제이
라헤믈라땅에인접하여북편에있는
광야의 변경 가까이로 뻗었으며, 맨
타이의 경계를 지나, 시돈 강의 발원
지 가까이로 뻗어,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여 뻗어 있었나니－이같이 레이
맨인들과니파이인들이나뉘었더라.

28 이제 레이맨인들 중 더욱 ㄱ게
으른 무리들은 광야에서 살며 장막
에 거하였나니, 그들은 서편 광야 니
파이 땅과 또한 제이라헤믈라 땅의
서편 곧 해안에 가까운 변경과 서편
니파이땅곧그조상들의첫번기업

20ㄱ 앨 18:1~3.
23ㄱ 안내성역을 베풀다;

전파하다; 가르치다,

교사.
ㄴ 안내돌이킴, 돌이키다.

27ㄱ 앨 23:1~4.

ㄴ 옴 1:13~17.
28ㄱ 니후 5:22~25.



의 땅에 두루 퍼졌고, 그리하여 해변
을따라경계를인접해있었더라.

29 또한 동편 바닷가에도 레이맨
인들이 많이 있었으니, 니파이인들
이 그들을 이리로 몰아 내었었더라.
그리하여 니파이인들은 레이맨인들
에게 거의 둘러싸여 있었으나, 그럼
에도 불구하고 니파이인들은 시돈
강의 발원지에서, 광야와 접하고 있
는 그 땅의 북편 지역을 모두 차지하
였나니, 곧 동에서 서까지 광야 쪽을
둘러, 북으로는그들이 ㄱ풍요라일컫
는땅에까지이르렀더라.

30 또 이는 그들이 ㄱ황무라 일컫
는 땅과 경계를 접하였고, 이는 다시
아주 먼 북방에 있어 사람들이 살았
다가 멸망당한 땅에 이르나니, 그
ㄴ뼈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미 말하였
거니와, 이는 제이라헤믈라 백성이
발견한 땅으로서 그들이 ㄷ처음 상륙
한곳이니라.

31 또 그들이 거기서 남쪽 광야로
올라왔더라. 이리하여북방땅은 ㄱ황
무라하였고, 또남방땅은풍요라하
였으니, 이 곳은 각종 온갖 들짐승이
가득한 광야라, 그것들 중 일부는 먹
이를찾아북방땅에서왔었더라.

32 또이제풍요와황무땅경계선
위에서, 동에서 서해까지는, 니파이
인에게 하루 반 여행할 ㄱ거리 밖에
되지 않았나니, 그러므로 니파이 땅
과 제이라헤믈라 땅은 물에 거의 둘
러싸여 있었으며, 북방 땅과 남방 땅

사이에는작은ㄴ지협이있었느니라.
33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인

들은 풍요 땅에 거하였나니, 곧 동에
서 서해까지라, 이같이 니파이인들
은 그들의 지혜로, 그들의 수비대와
그들의 군대로써, 남쪽에 있는 레이
맨인들을 에워싸, 그로 말미암아 그
들이 북쪽을 더 이상 차지하지 못하
게하여, 그들로북방땅에넘치지못
하게하였더라.

34 그러므로 레이맨인들은 니파
이 땅과 그 둘러있는 광야 외에는 더
이상 차지할 수 없었으니, 이제 이는
니파이인의 지혜라－레이맨인들이
그들의 적이었으므로, 그들이 사방
에서 괴롭게 함을 용납하지 않고자
함이요, 또한 원할 때에는 도망할 지
역을갖고자함이더라.

35 이제 나는 이를 이야기하였으
니, 암몬과 아론, 옴너와 힘나이 및
그들의 형제들의 기사로 다시 돌아
가노라.

제 23 장

종교의 자유가 선포됨－일곱 땅과
성읍의 레이맨인들이 돌이킴－그들
이 스스로를 앤타이-니파이-리하이
라칭하고저주에서해방됨－아맬레
카이인들과앰율론인들은진리를거
부함. 주전90~77년경.

보라,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

336앨마서 22:29~23:1

29ㄱ 앨 52:9; 63:5.
30ㄱ 앨 50:34; 

몰 4:1~3.

ㄴ 모사 8:7~12; 28:11~19.
ㄷ 힐 6:10.

31ㄱ 힐 3:5~6.

32ㄱ 힐 4:7.
ㄴ 앨 50:34.



337 앨마서 23:2~9

인의 왕이 그의 온 백성 가운데 ㄱ포
고를 보내어, 그들로 그들의 땅 어느
지역에서든지 암몬이나, 아론이나,
옴너나, 힘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러 나아갈 그들의 형제 중 아
무에게도, 그들이 어느 장소에 있든
지, 손을대지못하게하였더라.

2 참으로 그가 그들 가운데 칙령
을 보내어, 이들에게 손을 대어 결박
하거나, 옥에던져넣지못하게하고,
또 이들에게 침을 뱉거나, 때리거나,
그들의 회당에서 쫓아 내거나, 괴롭
히지 못하게 하고, 또 이들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게 하고, 이들로 그들의
집과 또한 그들의 성전과 그들의 성
소에자유로이출입하게하였더라.

3 그리하여저들로나아가저들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왕과 그의 모든 권속이
주께로 돌이켰음이라. 그러므로 그
가 그 땅에 두루 자기 백성들에게 포
고를 보냈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
이아무방해도받지않고그온땅에
두루 나아가게 하여 그의 백성들로
그 조상들의 간악한 ㄱ전통에 관하여
깨닫게 하고, 그들이 모두 형제임과
그들이살인하거나약탈하거나도적
질하거나 간음을 범하거나 여하한
간악함도범해서는아니됨을깨닫게
하려함이었더라.

4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왕
이이포고를내보낸후, 아론과그의
형제들은 성읍에서 성읍으로, 또 한

예배당에서다른예배당으로나아가
며, 그온땅에레이맨인들가운데교
회를 세우고, 제사들과 교사들을 성
별하여, 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가르치게 하였고, 이리하
여 저희가 큰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
였더라.

5 또 수천이 주에 대한 지식에 이
르게 되었나니, 참으로 수천이 니파
이인들의 ㄱ전통을믿게되매, 그들이
현재까지 전달되어 내려온 ㄴ기록과
예언들을가르침받으니라.

6 또한 주께서 사심같이 분명히,
그처럼 명백히 암몬과 그의 형제들
이계시와예언의영을좇아, 또그들
로 말미암아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
의 권능을 좇아, 가르친 그들의 가르
침을 통하여 믿게 된 모든 자들, 곧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된 모든 자들
은－참으로내가너희에게이르노니
주께서 사심같이 그들의 가르침을
믿고, 주께로 ㄱ돌이킨 레이맨인들은
모두 ㄴ다시는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
였더라.

7 이는 그들이 의로운 백성이 되
었음이니, 그들은 그들의 반역의 무
기를 내려놓고, 더 이상 하나님을 거
스려서나, 그들의 형제 중 아무를 대
적하여서도싸우지아니하였더라.

8 이제 이들은 돌이켜 주께로 돌
아온 ㄱ자들이니,

9 이스마엘 땅에 있던 레이맨인
백성과,

23 1ㄱ 앨 22:27.
3ㄱ 앨 26:24.
5ㄱ 앨 37:19.

ㄴ 앨 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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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ㄱ 안내돌이킴, 돌이키다.

ㄴ 앨 27:27.
8ㄱ 앨 26:3, 31.



10 또한 믿도나이 땅에 있던 레이
맨인백성중일부와,

11 또한 니파이 성에 있던 레이맨
인백성중일부와,

12 또한 ㄱ샤일롬 땅에와 셈론 땅
에와 레뮤엘 성과 심나일롬 성에 있
던레이맨백성중일부라.

13 이들은주께로 ㄱ돌이킨레이맨
성읍들의 이름이요, 이들은 그들의
반역의 무기 참으로 그들의 모든 전
쟁 무기를 내려놓은 자들이니, 그들
은다레이맨인이더라.

14 또 아맬레카이인들은 다만 한
명을 제외하고는 ㄱ돌이키지 않았으
며, ㄴ앰율론인들도 아무도 돌이키지
않았고, 도리어 이들은 자기 마음과
또한 어디든지 그 거하는 지역뿐 아
니라, 그모든고을과그모든성읍에
있는레이맨인들의마음까지완악하
게하였더라.

15 그러므로 회개하고, 진리의 지
식에 이르러, 돌이킨 레이맨인들의
성읍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 말하였
느니라.

16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왕과
돌이킨 자들이 이름을 갖기 원하였
으니, 그리함으로써 그들의 형제와
구별되고자 함이라. 그리하여 왕이
아론과 그들의 여러 제사들과 더불
어, 그들이 구별될 수 있도록 짊어질
이름에대하여의논하였더라.

1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스스로의 이름을 ㄱ앤타이-니파이-리
하이인이라 하매, 그들은 이 이름으
로 일컫고 더 이상 레이맨인이라 일
컫지아니하였더라.

18 또 그들은 매우 근면한 백성이
되었고, 또한 니파이인들과도 우호
적이었으므로, 그들과 교제를 열었
나니, 하나님의 ㄱ저주가 더 이상 그
들을따르지아니하였더라.

제 24 장

레이맨인들이하나님의백성을치러
옴－앤타이-니파이-리하이인들이
그리스도안에서기뻐하고천사들의
방문을받음－그들은스스로를방어
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 당하기를
택함－더 많은 레이맨인들이 돌이
킴. 주전90~77년경.

또이렇게되었나니아맬레카이인들
과 앰율론인들 및 레이맨인들 중 앰
율론땅에와, 또한힐램땅에있는자
들, 그리고 ㄱ예루살렘 땅에와, 요컨
대주변모든땅에있는자로서, 돌이
키지 아니하고, ㄴ앤타이-니파이-리
하이의 이름을 취하지 않았던 레이
맨인들이, 아맬레카이인들과 앰율론
인들에게선동되어그들의형제들에
게대하여노하게되었더라.

2 또 그들의 증오심이 저들에게
대하여 심히 강렬해져서, 이윽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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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자기들의 왕을 거스려 모반하
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그가 자기들
의 왕 됨을 원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앤타이-니파이-리하이 백성
을대적하여무기를드니라.

3 이제 왕은 그 아들에게 나라를
넘겨주고, 그의 이름을 앤타이-니파
이-리하이라하였더라.

4 그리고왕은레이맨인들이하나
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한 바로 그 해에 죽
었더라.

5 이제 암몬과 그의 형제들 및 그
와 함께 올라 온 모든 자들이 그들의
형제들을멸하려하는레이맨인들의
준비를 보고, 미디안 땅으로 나아왔
더니, 거기서 암몬이 그의 모든 형제
를 만나고, 그 곳으로부터 그들이 이
스마엘 땅으로 왔으니, 이는 그들이
레이맨인들에대하여스스로를방어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라모
나이와 또한 그의 형제 앤타이-니파
이-리하이와 더불어 ㄱ회의를 갖고자
함이었더라.

6 이제 돌이켜 주께로 돌아온 모
든 백성 가운데 그들의 형제를 대적
하여 무기를 들려하는 자는 한 명도
없었나니, 참으로 그들은 전쟁을 위
한 여하한 준비조차 하려 하지 않았
으며, 또한 그들의 왕도 그들에게 하
지말도록명하였더라.

7 이제 이는 그가 이 문제에 관하
여 백성들에게 한 말이니라. 내 사랑

하는 백성들이여, 우리의 크신 하나
님이선하심중에우리의이형제, 니
파이인들을우리에게보내사우리에
게 전도하게 하시고, 간악한 우리 조
상들의 ㄱ전통에 대하여 우리로 깨닫
게 하셨음을,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
하노라.

8 또 보라, 그가 그의 영의 일부분
을우리에게주사우리의마음을부드
럽게하시매, 우리가이형제들곧니
파이인들과교제를하게되었음을내
가나의크신하나님께감사하노라.

9 또 보라 이 교제를 시작함으로
써 우리가 우리의 ㄱ죄와, 우리가 범
한 많은 살인을 깨닫게 되었음을 내
가또한나의하나님께감사하노라.

10 또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일들
을 회개하게 하여 주셨음과, 또한 우
리가범한많은죄와살인을 ㄱ용서해
주시고 그의 아들의 공덕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서 ㄴ죄업을 제하여 주셨
음을, 내가 내 하나님, 참으로 나의
크신하나님께또한감사하노라.

11 이제 보라, 나의 형제들아, 우
리가할수있었던일이(우리가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잃은 바 된 자들이
었으므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가
범한 많은 살인을 회개하고, 하나님
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우리 마음에
서 ㄱ제하시게하는것이전부였은즉,
또이는우리가할수있었던일이하
나님 앞에 충분히 회개하여 그로 우
리의 오점을 제하시게 하는 것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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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였음인즉－
12 이제 나의 가장 사랑하는 형제

들아, 하나님이 우리의 오점을 제하
셨고 우리의 검이 빛나게 되었은즉,
우리가 다시는 우리 형제들의 피로
우리의검을더럽히지말자.

13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하지 말자, 우리의 검을 간직하
여 그것이 우리 형제들의 피로 더럽
혀지지않게하자. 이는혹시라도, 우
리가 다시 우리의 검을 더럽힌다면,
우리 죄의 속죄를 위하여 흘리실 우
리의 크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통
하여서도 이 검들이 다시는 ㄱ씻기워
빛나게될수없음이니라.

14 또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
히 여기사, 우리로 멸망하지 않게 하
시려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
게 하셨고, 그뿐 아니라 그가 우리의
자손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의
ㄱ영혼을 사랑하시는 까닭에, 이러한
일들을 미리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이니, 그러므로그는구원의 ㄴ계획을
장래세대에게와마찬가지로우리에
게도 알리시려고, 그의 자비하심 가
운데 그의 천사들로 우리를 방문하
시는도다.

15 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
로우시냐! 또이제보라, 우리의오점
을 우리에게서 제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고 우리의
검은 빛나게 되었은즉, 이를 감추어
버리고 빛나는 채로 간직되게 하여,

마지막 날에 곧 우리가 그의 앞에 서
서 심판받게 될 날에,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로써 우리를 깨끗
하게 하신 이후로, 우리가 우리 형제
들의 피에 우리의 검을 더럽히지 않
았다는 우리 하나님께 대한 증거로
삼자.

16 또이제나의형제들아,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멸하려 할지라도,
보라, 우리는 우리의 검을 감추어 버
리리니, 참으로 우리는 이를 땅속 깊
이 묻고, 빛나는 채 간직되게 하여,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를 결코 사용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게 하리라,
또 만일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멸
하면, 보라,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로
ㄱ가서구원받게되리라.

17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왕
이이말을마치매, 모든백성이함께
모여서, 그들의 칼과 사람의 피를 흘
리는 데 쓰이는 모든 무기를 취하고,
이를땅속깊이 ㄱ묻어버렸더라.

18 이에 이렇게 그들이 한 것은,
그것이 그들 소견에 하나님께와, 또
한사람들에게, 그들이 ㄱ결코다시는
사람의 피를 흘리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않겠다는증거가되었음이
요, 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형제들의 피를 흘리기보다는, 차라
리 그들 스스로의 생명을 ㄴ버리며,
형제에게서빼앗기보다는오히려저
들에게 주며, 게으름 가운데 그들의
날을 보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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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ㄱ 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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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풍성히 일하겠다는 것을 보증
하고, 하나님과ㄷ성약하였더라.

19 또 이러므로 우리는 이 레이맨
인들이 믿고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ㄱ굳건하였고, 죄를 범하기보
다는 차라리 죽기까지라도 고난을
받고자 하였음을 알며, 또 이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들
의 화평의 무기를 묻었음을, 곧 그들
의전쟁무기를묻었음을아느니라.

20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
의 형제, 레이맨인들이 전쟁을 예비
하고, 왕을멸하고, 그의대신에다른
자를 두며, 또한 앤타이-니파이-리하
이 백성을 그 땅에서 멸할 목적으로,
니파이땅으로올라오니라.

21 또이제저들이치러옴을백성
이 보고는 저들을 맞으러 나가서, 저
들앞에서땅에 ㄱ엎드려주의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나니, 그리하여 레
이맨인들이그들을공격하기시작하
여 칼로 그들을 죽이기 시작하였을
때, 그들은이러한태도로있었더라.

22 또 그리하여 아무런 저항도 받
음이 없이, 레이맨인들이 그들 중 천
다섯을 죽였나니, 우리가 알거니와
그들은 복되도다, 이는 그들이 가서
그들의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임이
러라.

23 이제 레이맨인들은 그 형제들
이 칼에서 도망하거나, 오른편으로
나 왼편으로 돌이키려 하지 아니하

고, 누워서 ㄱ죽으려 하며, 칼 아래 죽
어가는 바로 그 도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함을보고－

24 이제 레이맨인들이 이를 보고
는그들을죽이기를 ㄱ그만두었고, 그
형제 중 칼 아래 쓰러진 자들로 인하
여 그 마음이 속에서 ㄴ복받친 자가
많았으니, 이는 저들이 그 행한 일을
뉘우쳤음이라.

2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자기의 전쟁 무기를 던져 놓고, 이를
다시 잡으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
범한 살인으로 인하여 찔림을 받았
음이라. 이에 저들은 그들을 죽이려
고 팔을 치켜든 자들의 자비에 맡기
고, 저들의형제들같이엎드렸더라.

26 이에이렇게되었나니그날죽
임을 당한 수보다 더 많은 자들이 하
나님의 백성과 합하였으며, 죽임을
당한 자들은 의로운 백성이었으므
로, 우리는그들이 ㄱ구원되었음을의
심할아무이유가없느니라.

27 또그들중악한자로서죽임을
당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진
리의 지식에 이르게 된 자가 천 명이
넘었으니, 이러므로 주께서 자기 백
성의 구원이 되도록 여러 ㄱ방법으로
역사하심을우리가아노라.

28 이제 자기 형제를 그처럼 많이
죽인레이맨인의대부분은아맬레카
이인과 앰율론인이니, 이들 중 대부
분은 ㄱ니허인들의 ㄴ반차를 따른 자

18ㄷ 안내성약.
19ㄱ 안내신앙.
21ㄱ 앨 27:3.
23ㄱ 앨 26:32.

24ㄱ 앨 25:1.
ㄴ 안내긍휼.

26ㄱ 계 14:13.
27ㄱ 사 55:8~9; 

앨 37:6~7.
28ㄱ 앨 1:15; 2:1, 20.

ㄴ 앨 21:4.



들이었더라.
29 이제주의백성과합한자들중

에는 아맬레카이인이나 앰율론인이
나, 니허의 반차를 따른 자는 ㄱ하나
도 없었나니, 그들은 레이맨과 레뮤
엘의실제후손들이더라.

30 또 이러므로 우리는 명백히 분
별할 수 있나니, 백성이 한때 하나님
의 영의 ㄱ비췸을 받아, 의에 관한 것
에 대하여 큰 ㄴ지식을 얻고, 그러고
나서 ㄷ떨어져나가죄와범법에빠진
후에는, 그들이 더욱 완악하게 되고,
그리하여 그들의 상태가 이러한 것
들을결코알지못했던것보다 ㄹ더욱
나빠지느니라.

제 25 장

레이맨인들의 침공이 확산됨－노아
의 제사들의 자손이 아빈아다이가
예언한대로멸망함－많은레이맨인
들이 돌이켜 앤타이-니파이-리하이
백성과합함－그들은그리스도를믿
고 모세의 율법을 지킴. 주전 90~77
년경.

또 보라,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그
레이맨인들은 자기 형제들을 죽였
음으로 인하여 더욱 노하였던지라,
니파이인들에게 복수할 것을 맹세
하였고, 그때는 더 이상 ㄱ앤타이-니

파이-리하이 백성을 죽이려 하지 않
았더라.

2 그러나 그들은 그 군대를 취하
여 제이라헤믈라 땅의 경계로 넘어
들어가서, 앰몬아이하 땅에 있는 백
성을공격하여그들을ㄱ멸하였더라.

3 또 그러고 난 후에 그들이 니파
이인들과 여러 번 싸웠으나, 이때는
쫓기고죽임을당하였더라.

4 또 죽임을 당한 레이맨인들 중
에는, 노아의 제사들이었던 앰율론
과 그 형제들의 ㄱ자손이 거의 다 있
었나니, 그들이 모두 니파이인들의
손에죽임을당하였더라.

5 또 남은 자들은 동편 광야로 도
망해 들어가, 레이맨인들을 다스리
는 권력과 권세를 찬탈하고, 많은 레
이맨인들을 그 믿음으로 인하여 불
에타ㄱ죽게하였나니－

6 이는 ㄱ그들중많은자들이많은
손실과 그처럼 많은 고난을 당하고
나자, 깨우침을 받으며 아론과 그의
형제들이 그들의 땅에서 그들에게
전파한 ㄴ말을 기억하기 시작하였음
이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 조상들의
ㄷ전통을 믿지 아니하고, 주를 믿으
며, 그가 니파이인들에게 큰 능력을
주셨음을 믿기 시작하였고, 이리하
여 그들 중 광야에서 돌이킨 자들이
많았더라.

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ㄱ앰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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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손의 남은 자들인 그 통치자들
이 그들, 곧 이러한 것을 믿는 모든
자를ㄴ죽이게하더라.

8 이제 이 순교가 그들의 형제 중
많은 자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
게 한지라, 광야에서 싸움이 생겨나,
레이맨인들이앰율론과그형제들의
자손을 ㄱ수색하기 시작하여 저들을
죽이기 시작하매, 저들이 동편 광야
로도망해들어가니라.

9 또 보라 저들이 이 날에도 레이
맨인들에게 쫓기니라. 이같이 아빈
아다이의말, 곧그가자기를불에타
죽게 한 제사들의 자손에 대하여 한
말이이루어지니라.

10 이는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내게 ㄱ행하는일이장차임할
일의예표가되리라하였음이니,

11 이제 아빈아다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믿음으로 인하여 불에
타 ㄱ죽음을 당한 첫 번째 사람이라.
이제이것이그가뜻한바니, 곧많은
자들이그가당한대로, 불에타죽음
을당하리라함이라.

12 또그가노아의제사들에게이
르기를 너희의 자손이 많은 자들을
나와 같은 모양으로 죽게 하겠고, 또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이 들짐승
들에게 쫓기고 죽임을 당하는 것같
이, 널리 흩어지고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으니, 이제 보라, 이 말이 입증

되었도다. 이는 그들이 레이맨인들
에게 쫓기며, 수색되며, 매를 맞았음
이라.

13 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
인들은 그들이 니파이인들을 이길
수 없음을 보고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갔고, 그들 가운데 많은 자가
이스마엘 땅과 니파이 땅에 거하려
고 넘어와서, 하나님의 백성, 곧
ㄱ앤타이-니파이-리하이 백성과 합
하였더라.

14 또그들도역시그형제들이한
것같이, 그들의전쟁무기를 ㄱ묻었으
며, 의로운 백성이 되었나니, 그들이
주의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과 그의
법도를힘써지키더라.

15 또한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
켰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이 다 이루
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아
직은 이를 지킬 필요가 있었음이라.
그러나 모세의 ㄱ율법에도 불구하고,
그들이그리스도의오심을고대하였
으니, 모세의 율법은 그의 오심의
ㄴ예표라생각하였음이요, 또그가그
들에게 나타내신 바 될 때까지 저
ㄷ외형적인 의례를 반드시 지켜야 한
다고믿었음이라.

16 이제 그들은 ㄱ구원이 모세의
ㄴ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고 생각하
지 않았으나, 모세의 율법이 그리스
도를 믿는 그들의 신앙을 강하게 하

7ㄴ 안내순교자, 순교.
8ㄱ 모사 17:18.

10ㄱ 모사 13:10.
11ㄱ 모사 17:13.
13ㄱ 앨 23:16~17.
14ㄱ 앨 24:15; 26:32.

15ㄱ 야곱 4:5; 
예이 1:11. 
안내모세의 율법.

ㄴ 모사 3:14~15; 16:14.
ㄷ 모사 13:29~32.

16ㄱ 모사 12:31~37;

13:27~33.
ㄴ 니후 11:4.



는 일을 하였고, 그리하여 그들은 장
래 일을 말씀하시는 예언의 영에 의
지하여영원한구원에이르도록신앙
을통하여ㄷ소망을간직하였느니라.

17 또 이제 보라, 암몬과 아론과
옴너와 힘나이와 그들의 형제들은
주께서 자신들이 ㄱ기도한 대로 자신
들에게 허락해 주셨으며, 또 그 하신
말씀을하나도빠짐없이자신들에게
입증하셨음을 보고, 자신들이 레이
맨인들 가운데서 얻은 성공으로 인
하여심히기뻐하였더라.

제 26 장

암몬이주안에서영광스러워함－충
실한 자는 주께 힘을 얻고 지식을 얻
음－신앙으로사람들은수천의영혼
을 회개로 이끌 수 있음－하나님은
모든 권능을 갖고 계시며 모든 것을
이해하심. 주전90~77년경.

그리고이제 이는 암몬이 그 형제들
에게 한 말이니 이러하니라. 내 형제
들, 그리고내동역자들아, 보라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기뻐할
일이 얼마나 크냐. 우리가 제이라헤
믈라땅에서 ㄱ출발할때하나님이이
토록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
라고짐작이라도할수있었겠느냐?

2 또이제내가묻노니, 무슨큰축

복을 그가 우리에게 내려 주셨느냐?
너희는말할수있느냐?

3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대답하
노니, 우리의 형제 레이맨인들이 암
흑 속에, 참으로 캄캄한 암흑의 심연
가운데 있었으나, 보라 그들 중 얼마
나 ㄱ많은이들이하나님의기이한빛
을 보게 되었느냐! 이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내려진 축복이니, 곧 우리
가 하나님의 손에 든 ㄴ도구가 되어
이큰일을이루게된것이라.

4 보라, 그들ㄱ수천이기뻐하며, 하
나님의우리안으로인도되었느니라.

5 보라, ㄱ밭은 무르익었고, 지금
너희는복되나니, 이는너희가 ㄴ낫을
휘둘러, 너희 힘을 다하여 거두었음
이라. 참으로 온종일 너희가 수고하
였나니, 너희 곡식 ㄷ단의 수를 볼지
어다! 그것들이 곳간으로 모여져 버
려지지아니하리라.

6 참으로 그들은 마지막 날에 폭
풍에 부딪쳐 쓰러지지 아니할 것이
요, 참으로 회리바람에 써레질 당하
지도아니할것이며, 오히려 ㄱ폭풍이
올때제자리에모여져, 폭풍이그들
에게까지 침투하지 못할 것이요, 어
디든지 참으로 원수가 그들을 휩쓸
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광풍에 밀려
가지도아니하리라.

7 또보라, 그들은 ㄱ추수하는주인
의손안에있나니, 그들은그의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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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마지막 날에 그가 그들을 ㄴ일으
키시리로다.

8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
을지어다. 우리가그의찬송을 ㄱ노래
부르자. 참으로 그의 거룩한 이름에
ㄴ감사를드리자, 이는그가영원토록
의를행하심이라.

9 이는만일우리가제이라헤믈라
땅에서 올라오지 않았었더라면, 우
리의 이 간절히 사랑하는 형제들, 우
리를 그토록 간절히 사랑한 이들이
아직까지도 우리에 대한 ㄱ증오에 사
로잡혀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것이
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외인이
었을것임이니라.

1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이
이러한 말을 하자, 그의 형제 아론이
그를 꾸짖어 이르되, 암몬이여, 염려
컨대 너의 기쁨이 정녕 너를 이끌어
자랑하기에이르는도다하니라.

11 그러나 암몬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스스로의 힘이나, 내 스스로
의지혜를 ㄱ자랑함이아니라. 그러나
보라, 나의 ㄴ기쁨이 충만하고, 참으
로내마음에기쁨이가득찼으니, 내
가내하나님안에서기뻐하리라.

12 과연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
을 아노니, 내 능력으로는 내가 약함
이라, 그러므로내가내스스로를ㄱ자
랑하지 아니하겠고, 내 하나님을 자
랑하리니, 이는그의ㄴ능력안에서내

가모든것을할수있음이라. 참으로
보라, 많은능한기적을우리가이땅
에서 행하였나니, 이로 인해 우리가
영원토록그의이름을찬송하리로다.

13 보라, 얼마나많은수천의우리
형제를 그가 ㄱ지옥의 고통에서 푸시
었는고? 이에 그들은 구속하시는 사
랑을 ㄴ노래하게 되었고, 이는 우리
안에 있는 그의 말씀의 권능으로 인
한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기
뻐할만한큰이유가있지아니하냐?

14 과연 우리에게는 그를 영원토
록 찬양할 까닭이 있나니, 그는 지극
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형
제들을 지옥의 ㄱ사슬에서 푸셨음이
니라.

15 참으로 그들은 영원한 암흑과
멸망에 에워싸여 있었으나, 보라, 그
가그들을인도하사그의영원한 ㄱ빛
에, 참으로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하셨으므로, 이제 그들이 비길 데 없
이 풍성한 그의 사랑에 에워싸여 있
으며, 또한우리는그의손안에서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도구가 되
었었도다.

16 그러므로 우리가 ㄱ영광스러워
하자, 참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ㄴ영
광스러워하리라. 참으로 우리가 기
뻐하리니, 이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
함이라. 참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을 영원히 찬양하리로다. 보라, 누가

7ㄴ 모사 23:22; 앨 36:28.
8ㄱ 교성 25:12.
ㄴ 안내감사한, 감사,

감사드림.
9ㄱ 모사 28:1~2.

11ㄱ 고후 7:14.

ㄴ 교성 18:14~16. 
안내기쁨.

12ㄱ 렘 9:24; 앨 29:9.
ㄴ 시 18:32~40; 빌 4:13;

니전 17:3.
13ㄱ 안내지옥.

ㄴ 앨 5:26.
14ㄱ 앨 12:11.
15ㄱ 안내빛, 그리스도의 빛.
16ㄱ 롬 15:17; 고전 1:31.

ㄴ 고후 10:15~18; 
교성 76:61.



주 안에서 지나치게 영광스러워할
수있느냐? 참으로누가그의크신권
능과 그의 ㄷ자비와 사람의 자녀들을
향한 그의 오래 참으심을 지나치게
말할수있느냐? 보라, 내가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내가 느끼는 바의 지
극히적은부분도말할수없노라.

17 우리 하나님이 그처럼 자비로
우사우리의비참하고, 죄많고, 더럽
혀진상태에서우리를빼내시리라고
누가생각할수있었겠느냐?

18 보라, 우리는 실로 노하여, 크
게 위협하며 그의 교회를 ㄱ무너뜨리
고자나아갔느니라.

19 오 그러하거늘, 어찌하여 그가
우리를 비참한 멸망에 붙이지 아니
하셨느냐? 참으로 어찌하여 그가 그
의 공의의 검으로 우리 위에 떨어지
게 하사, 우리로 영원한 절망에 처하
게아니하셨느냐?

20 오 그 생각에, 내 영혼은 거의
떠날 듯 하도다. 보라, 그가 그의 공
의를 우리에게 행사하지 아니하시
고, 그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사망과
비참의저영원한 ㄱ심연을넘어건너
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구원에 이르
게하셨느니라.

21 그리고이제보라, 나의형제들
아, ㄱ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일을 아는 자가 있느냐? 내가 너희에
게 이르노니, 뉘우치는 자 외에는 이
러한일을ㄴ아는자가없느니라.

22 참으로 ㄱ회개하고 ㄴ신앙을 행
사하며, 선행을이루며, 쉬지않고끊
임없이기도하는자－그러한자에게
는하나님의 ㄷ비밀을알게해주시나
니, 참으로 그러한 자에게는 이제까
지 결코 드러나지 않았던 것을 드러
나게 해 주시리라. 참으로 그러한 자
에게는 우리에게 우리의 이 형제들
을 회개로 인도하게 해 주신 것같이,
수천의 영혼을 회개로 인도하게 해
주시리라.

23 이제나의형제들아, 너희는우
리가 제이라헤믈라 땅에서 우리 형
제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형제레이맨인들에게전도하려니파
이 땅으로 올라가노라 한즉, 그들이
비웃고조롱한것을기억하느냐?

24 이는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기
를, 너희는 레이맨인들을 진리의 지
식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
냐? 너희는 그들같이 ㄱ목이 뻣뻣한
백성이요, 그 마음은 피 흘리기를 기
뻐하며, 그 날들은 극히 가증한 죄악
중에 보내었으며, 그 길은 처음부터
범법자의 길이었던 레이맨인들에게
그들 조상의 ㄴ전통이 그릇되었음을
확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
였음이니, 이제 나의 형제들아, 그들
의 말이 이러하였음을 너희는 기억
하느니라.

25 더욱이 그들이 말하기를, 저들
을 대적하여 무기를 들고 이 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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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과 저들의 죄악을 멸하자. 염려
컨대 저들이 우리를 뒤덮어 우리를
멸할까하노라하였느니라.

26 그러나보라, 내사랑하는형제
들아,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멸하
려는 의도가 아니라, 혹 그들의 영혼
을 다소간 얼마라도 구원하려는 의
도를가지고광야로들어왔느니라.

27 이제 우리가 낙심하여, 바야흐
로 되돌아가려 하였을 때, 보라 주께
서우리를 ㄱ위로하시고, 말씀하시되,
너의 형제 레이맨인들 가운데로 가
서, 네 ㄴ고난을 ㄷ인내로써견디라. 그
리하면 내가 성공을 네게 주리라 하
셨느니라.

28 이에 이제 보라, 우리는 그들
가운데 나아가 있었으며, 우리는 우
리의 고난 중에 인내하여 왔으며, 모
든 곤란을 당하였도다. 참으로 우리
는 세상의 자비에 의지하여, 이 집에
서 저 집으로 다녔나니－세상의 자
비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의
지한것이니라.

29 또우리는그들의집에들어갔
으며 그들을 가르쳤고, 우리는 그들
의 거리에서 가르쳤으며, 그뿐 아니
라 또 그들의 언덕 위에서도 가르쳤
고, 또 그들의 성전과 또 회당에도
들어가 그들을 가르쳤나니, 이에 우
리가 쫓겨나고, 조롱당하고, 침 뱉음
당하고, 뺨을 맞았으며, 또 우리가
돌로 맞고, 잡혀서 단단한 줄로 결박
되어, 옥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의 권

능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구출되었
느니라.

30 또 우리는 온갖 고난을 겪었나
니, 이모든것은혹시라도몇몇영혼
을 구원하는 수단이 되고자 함이었
으며, 우리는 혹 우리가 몇몇이라도
구원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의 ㄱ기쁨이 충만하리라 생각하였느
니라.

31 이제 보라, 우리는 앞을 보고
우리수고의열매를볼수있나니, 그
것들이 적으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아니라, 그것들이 ㄱ많으니라.
이뿐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형제에
게와 또한 우리에게 향한 그들의 사
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진실함을
증거할수있었음이니라.

32 이는보라, 그들은심지어자기
원수의생명을빼앗기보다는자기들
의목숨을 ㄱ희생하며, 그들의형제에
대한 그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
신들의 전쟁 무기를 땅 속 깊이 ㄴ묻
어버렸음이니라.

33 이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
노니, 이 온 땅에 이처럼 큰 사랑이
있었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아니라, 니파이인들 중에서도
있지아니하였음이라.

34 이는보라, 저들은저들의형제
를 대적하여 무기를 들려 하였고, 스
스로가 죽임 당함을 용납하지 아니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자들이 자기 목숨을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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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는가 보라, 이에 우리는 그들의 사
랑과 죄에 대한 그들의 미움으로 말
미암아,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께로
갔음을아노라.

35 이제 우리에게 기뻐할 만한 이
유가있지아니하냐? 그러하도다. 내
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시작
된 이래로, 우리만큼 기뻐할 큰 이유
를 가졌던 사람들이 결코 없었느니
라. 더욱이 내 기쁨이 넘쳐, 내 하나
님안에서자랑하기에까지이르렀나
니, 이는 그에게 모든 ㄱ권능, 모든 지
혜와 모든 명철이 있음이요, 그는 모
든것을 ㄴ깨달으심이며, 그는회개하
고그의이름을믿을자들에게 ㄷ자비
로우신 자로서, 구원에 이르게 하심
이니라.

36 이제이것이자랑이라면, 곧그
와 같이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이것
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빛이며, 나의
기쁨이요 나의 구원이며, 영원한 화
로부터의구속임이라. 이스라엘나무
의 한 ㄱ가지요, 낯선 땅에서 그 몸으
로부터 잃은 바 된 이 백성을 생각해
오신 내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도
다. 참으로내가말하노니, 낯선땅에
서ㄴ나그네된우리를생각해오신내
하나님의이름에복이있을지어다.

37 이제 나의 형제들아,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땅에 있든지, 모든 ㄱ백
성을 생각하심을 우리가 보나니, 참
으로 그는 자기 백성을 헤아리시며,

그의 자비의 심정은 온 땅 위에 있도
다. 이제 이는 나의 기쁨이요, 내 큰
감사이니, 또한 내가 영원토록 나의
하나님께감사드리리로다. 아멘.

제 27 장

주께서 암몬에게 앤타이-니파이-리
하이 백성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
도록명하심－앨마를만나매암몬의
기쁨은그의힘을소진시킴－니파이
인들이 앤타이-니파이-리하이 백성
에게 여어숀 땅을 줌－그들이 암몬
백성이라 일컬어짐. 주전 90~77년
경.

이제이렇게되었나니니파이인들을
대적하여 전쟁하러 갔던 그 레이맨
인들이니파이인들을멸하고자여러
번 노력하고 나서, 그들의 멸망을 꾀
하는것이헛된줄을알고, 니파이땅
으로다시돌아갔더라.

2 이에이렇게되었나니아맬레카
이인들이 그들의 손실로 인하여, 심
히 분노하더니, 니파이인들에게서
복수를 꾀할 수 없음을 보고, 백성들
로 하여금 그들의 ㄱ형제 ㄴ앤타이-니
파이-리하이 백성에 대하여 노하도
록 부추기기 시작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앤타이-니파이-리하이
백성을멸하기시작하니라.

3 이제 이 백성은 자신의 무기 들

348앨마서 26:35~27:3

35ㄱ 안내권능.
ㄴ 교성 88:41.
ㄷ 안내자비로운, 자비.

36ㄱ 창 49: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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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앤타이-니파이-
리하이인.



349 앨마서 27:4~14

기를ㄱ다시거절하고, 스스로그원수
들의원하는대로죽임을당하니라.

4 이제 암몬과 그의 형제들은 자
신들이 그처럼 간절히 사랑하는 이
들 중에서, 또 자신들을 그처럼 간절
히 사랑한 이들 중에서 자행되는 이
큰 멸망의 행위를 보았을 때－이는
그들이 저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
원하기위하여하나님에게서보내심
을 받은 천사들인 듯 대접을 받았음
이라－이러므로암몬과그형제들이
이큰멸망의행위를보았을때, 측은
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여 왕에게
ㄱ이르되,

5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
의 이 백성을 함께 모아, 제이라헤믈
라 땅으로 우리의 형제 니파이인들
에게로 내려가서, 우리 원수들의 손
에서피하사이다하였더라.

6 그러나 왕이 저들에게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들을 대하여 범한 많
은 살인과 죄로 인하여, 니파이인들
이우리를멸하리라하는지라.

7 이에 암몬이 이르되, 내가 가서
주께 여쭈오리니, 만일 주께서 우리
에게 우리 형제들에게로 내려가라
하시면, 가시겠나이까?

8 이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가리
라, 주께서우리에게가라하시면, 우
리는 우리의 형제들에게로 내려가,
우리가 그들에게 범한 많은 살인과
죄를그들에게보상하기까지그들의
노예가되리라.

9 그러나 암몬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 중에 ㄱ노예를 두는 일은, 나의
부친에 의하여 제정된 우리 형제들
의 법에 거스리는 것이온즉, 내려가
우리형제들의처분에맡기사이다.

10 그러나왕이그에게이르되, 주
께 여쭈어 보라, 만일 그가 우리에게
가라 하시면, 우리가 가려니와, 그렇
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
리라.

1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이
가서 주께 여쭈니, 주께서 그에게 이
르시되,

12 이백성을데리고이땅에서나
가, 그들로멸망되지않게하라. 이는
사탄이아맬레카이인들의마음을크
게 사로잡았으므로, 저들이 레이맨
인들을 충동하여 저들의 형제를 대
하여 노하게 하고 그들을 죽이게 함
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땅에서 나
가라, 또이세대에이백성에게복이
있나니, 이는 내가 그들을 보전할 것
임이니라.

13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암
몬이 가서 왕에게 주께서 그에게 하
신말씀을다고하였더라.

14 이에 그들이 그들의 온 백성,
곧 주의 온 백성을 다 함께 모으고,
또 그들의 양 떼와 소 떼를 다 함께
모아그땅을떠나서, 니파이땅과제
이라헤믈라 땅을 나누는 광야로 들
어와서는, 그 땅의 경계 가까이에 이
르렀더라.

3ㄱ 앨 24:21~26.
4ㄱ 앨 24:5.
9ㄱ 모사 2:13; 

29:32, 38, 40.



1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
이그들에게이르되, 보소서, 나와내
형제들이나아가제이라헤믈라땅에
들어가리니, 당신들은 우리가 돌아
오기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으소서,
우리가 우리 형제들의 마음을 시험
하여 저들이 당신들을 자기들의 땅
으로들어오게하려는지알아보겠나
이다.

1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이
나아가 그 땅에 들어가다가, 앞서 말
한 ㄱ곳에서그와그의형제들이앨마
를 만나니, 보라 이는 기쁜 만남이었
더라.

17 이제 암몬의 ㄱ기쁨은 어찌나
컸던지 그가 충만하게 되었나니, 참
으로 그가 그 하나님의 기쁨 속에 삼
키운 바 되어, 자기 힘이 ㄴ소진되기
에 이르매, 그가 땅에 ㄷ다시 쓰러지
니라.

18 이제이것은심히큰기쁨이아
니더냐? 보라, 이는바로진실로뉘우
치고겸손하게행복을찾는자가아니
면아무도받지못하는기쁨이니라.

19 이제 그 형제들을 만난 앨마의
기쁨이 진실로 컸고, 아론, 옴너, 힘
나이의 기쁨 또한 그러하였으나, 보
라 그들의 기쁨은 그들의 힘을 지나
칠그러한것은아니었더라.

20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앨
마가 그의 형제들을 다시 제이라헤
믈라 땅으로, 곧 자기 집으로 인도하
였고, 그들이가서 ㄱ대판사에게니파

이 땅에서 그들의 형제 레이맨인들
가운데서그들에게일어났던일들을
다고하였더라.

2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대판사
가그온땅에포고를보내어, 백성들
에게 그들의 형제, 곧 앤타이-니파
이-리하이 백성을 받아들임에 대한
그들의소리를구하였더라.

2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의
소리가 이르러 이르되, 보소서, 동편
바닷가에있어, 풍요땅과접하고, 풍
요 땅 남쪽에 있는 여어숀 땅을 우리
가내어주리니, 이여어숀땅이우리
가 우리의 형제들에게 기업으로 줄
땅이니이다.

23 또보소서, 우리가여어숀땅에
있게 될 우리의 형제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어숀 땅과 니파이 땅 사이
에 우리 군대를 두리니, 우리가 우리
의 형제들을 위하여 이같이 행하는
것은,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될까 염려
하여 그 형제들을 대적하여 무기 들
기를 두려워하는 연고이오며, 그들
의 이 큰 두려움은 그들의 많은 살인
과 그들의 끔찍한 간악함으로 말미
암아, 그들이 쓰라린 회개를 하였음
으로인하여왔나이다.

24 이제보소서, 이를우리가우리
의 형제들에게 행하여, 그들로 여어
숀땅을기업으로갖게하겠고, 또우
리가 우리의 군대를 유지할 수 있도
록 그들이 그 재물의 일부를 우리에
게 주어 우리를 돕는다는 조건하에,

350앨마서 27: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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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우리의 군대로 그들을 그 적
으로부터지키겠나이다하였더라.

25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이
이를 듣고, 앤타이-니파이-리하이 백
성에게로 돌아가되, 앨마도 함께 하
여, 그들이 그 장막을 친 광야로 가
서, 그들에게이모든일을알게하였
고, 앨마는 또한 암몬과 아론과 그의
형제들과 함께 그의 ㄱ돌이킴을 그들
에게말해주었더라.

2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이 일이
그들로 크게 기뻐하게 한지라, 이에
그들이 여어숀 땅으로 내려가, 여어
숀 땅을 차지하고, 니파이인들에게
암몬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으니, 그
러므로 이후로는 내내 그 이름으로
구별되니라.

27 또 그들은 니파이 백성 가운데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백성 가운데 헤아림을 받았으며, 또
한 그들은 하나님께와, 또한 사람들
에게 향한 그들의 열심으로도 구별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모든 일에 온
전히 ㄱ정직하고올바르며, 또그리스
도의신앙안에서 ㄴ굳건하되, 참으로
끝까지그러하였기때문이었더라.

28 또그들은자기형제의피흘리
는 일을 지극히 혐오하였고, 자기 형
제를 대적하여 무기를 들도록 결코
설복될 수 없었으며, 또 그들은 그리
스도와 부활에 대한 그들의 소망과
소견으로 인해, 죽음에 대하여는 여
하한 정도의 공포도 결코 갖지 아니

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
죽음은 이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
리에삼키운바된것이더라.

29 그러므로 그들은 칼과 신월도
를잡고자기형제를치기에앞서, 그
들에 의해 가해질 수 있는 가장 가혹
하고도 고통스러운 방법으로일지라
도ㄱ죽음을당하고자한것이더라.

30 그리하여 그들은 열심이었으
며사랑을받는백성, 곧크게은총을
입는주의백성이었더라.

제 28 장

레이맨인들이 한 격심한 전투에서
패배함－수만이 죽임을 당함－악인
들은 끝없는 재난의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의인들은 결코 끝나지 않는 행
복에이르게됨. 주전77~76년경.

그리고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
백성이 ㄱ여어숀땅에정착하고, 교회
가 또한 여어숀 땅에 세워지고, 니파
이인들의 군대가 여어숀 땅 둘레에,
참으로 제이라헤믈라 땅 주위의 모
든국경에배치되고난후, 보라레이
맨인들의 군대가 그들의 형제를 뒤
따라광야로들어왔더라.

2 이에 그리하여 격심한 전투가
있었으니, 참으로 리하이가 예루살
렘을 떠난 때로부터 백성들 간에 결
코 알려진 적이 없었던 그러한 전투
였으며, 또한 수만의 레이맨인들이

25ㄱ 모사 27:10~24.
27ㄱ 안내정직한, 정직.

ㄴ 앨 23:6.

29ㄱ 앨 24:20~23.
28 1ㄱ 앨 27:22; 30:1, 19.



죽임을당하고널리흩어졌더라.
3 또한 니파이 백성 가운데서도

막대한 살육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레이맨인들은 ㄱ쫓겨서 흩어졌고, 니
파이 백성은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
아갔더라.

4 또이제이는그온땅도처에모
든니파이백성가운데, 큰애통과애
곡하는소리가들린때였으니－

5 참으로 과부들은 그 남편들로
인하여, 또한 아버지들은 그 아들들
로 인하여, 또 딸은 형제로 인하여,
참으로 형제는 아버지로 인하여 애
통하는 부르짖음이라. 그리하여 죽
임을 당한 그들의 혈족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애통의 부르짖음이, 온 백
성가운데들렸느니라.

6 또이제이는정녕슬픈날, 엄숙
한 때요, 많은 ㄱ금식과 기도의 때이
었더라.

7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
사치세제십오년이끝나니라.

8 또 이는 암몬과 그의 형제들에
대한 기사라, 니파이 땅에서의 그들
의 여정과 그 땅에서의 그들의 수난
과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고난과 그
들의 ㄱ불가해한 기쁨과 여어숀 땅에
서의 형제들의 영접과 안전에 대한
것이니라. 이제 주 곧 만인의 구속주
께서 그들의 영혼에 영원토록 복 주
시기를바라노라.

9 또 이는 니파이인들 사이의 전

쟁과다툼과또한니파이인들과레이
맨인들 사이의 전쟁의 기사니, 이에
판사치세제십오년이끝났느니라.

10 또 제일년부터 제십오년까지
수천 생명의 멸망이 있었나니, 참으
로 그 사이 끔찍한 유혈의 참극이 일
어났느니라.

11 그리하여 수천의 육신이 땅 속
에 낮게 뉘이고, 한편으로는 수천의
육신이지면위에서무더기를이루어
ㄱ썩고 있으며, 또한 수천이 그들의
친족을 잃음으로 ㄴ슬퍼하고 있나니,
이는 주의 약속대로, 그들이 끝없는
재난의상태에처하게됨을두려워할
만한이유가그들에게있음이라.

12 한편으로 또 다른 수천은 그들
의 친족들을 잃음으로 인하여 진실
로슬퍼함에도불구하고, 주의 ㄱ약속
대로, 일으킴을받아, 결코끝나지않
는 행복의 상태로 하나님 우편에 거
하게된다는소망중에, 또이를알기
까지 하여,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있도다.

13 또 이러므로 우리는 죄와 범법
과악마의권능으로인한사람의 ㄱ차
이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나니, 그
것은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올무로
잡듯하려고고안해낸간교한 ㄴ계획
에의해서오느니라.

14 또 이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주의 ㄱ포도원에서 일해야
한다는큰부름을알게되며, 또이리

352앨마서 28:3~14

3ㄱ 앨 30:1.
6ㄱ 앨 30:2.
8ㄱ 앨 27:16~19.

11ㄱ 앨 16:11.

ㄴ 앨 48:23; 
교성 42:45~46.

12ㄱ 앨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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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ㄱ 안내포도원, 주의.



353 앨마서 29:1~9

하여 우리는 슬픔과 또한 기뻐함의
큰 이유를 알게 되나니, 슬픔은 사람
들 가운데 죽음과 멸망으로 말미암
으며 기쁨은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
도의ㄴ빛으로말미암느니라.

제 29 장

앨마가 천사의 열의를 지니고 회개
를 외치기 원함－주께서는 모든 민
족을 위하여 가르치는 자들을 허락
하심－앨마가 주의 일과 그리고 암
몬과 그 형제들의 성공을 영광으로
여김. 주전76년경.

오내가 천사라면, 그리하여 내 마음
의 소원을 이루어, 앞으로 나아가 하
나님의 나팔로, 땅을 흔들 음성으로
말하여, 모든 백성에게 회개를 외칠
수있다면,

2 참으로 내가 우레와 같은 음성
으로, 각 영혼에게 회개와 구속의 계
획을 선포하여, 그들로 회개하고 하
나님께로 ㄱ나아오게 하여, 온 지면
위에 슬픔이 더 이상 있지 않게 하였
으면좋겠노라.

3 그러나 보라, 나는 사람이요, 내
소원 중에 죄를 범하나니, 이는 주께
서 나에게 배정해 주신 것들로 내가
마땅히만족해야만함이라.

4 내가 내 소망 중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확고한 법령을 훼손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그가 사람들에
게 사망에 이르는 것이든 생명에 이
르는것이든, 그들의 ㄱ원대로주심을
내가 앎이라. 참으로 그는 사람들에
게 배정하시되, 그들의 뜻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든지 아니면 멸망에 이
르는 것이든지, 그들의 ㄴ뜻에 따라,
참으로 변경하지 못할 법령을 그들
에게반포하심을내가아노라.

5 또한 선과 악이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은즉,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
는 자는 책망할 것이 없거니와, 선과
악을 ㄱ아는 자에게는, 그 원하는 것
이 선이든지 악이든지, 생명이든지
죽음이든지, 기쁨이든지 ㄴ양심의 가
책이든지, 그의 원대로 주어지는 줄
을내가아노라.

6 이제 이러한 일들을 내가 알고
있거늘, 어찌내가부름받은일수행
하기보다더원하리요?

7 어찌 내가 천사이기를, 그리하
여땅의모든끝에말할수있기를원
하리요?

8 이는 보라 주께서는 그들 자신
의 나라와 ㄱ방언을 가진 모든 ㄴ민족
에게 그의 말씀을, 참으로 그들이 갖
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가 ㄷ여기시는
모든 것을, 지혜로써 가르칠 것을 허
락하시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
서 의롭고 참된 바를 좇아, 지혜로써
권고하심을아느니라.

9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를 내가

14ㄴ 안내빛, 그리스도의 빛.
29 2ㄱ 옴 1:26; 

3니 21:20.
4ㄱ 시 37:4.

ㄴ 안내선택의지.
5ㄱ 니후 2:18, 26; 

모로 7:15~19. 
안내분별의 은사.

ㄴ 안내양심.
8ㄱ 교성 90:11.
ㄴ 니후 29:12.
ㄷ 앨 12:9~11.



아노니, 나는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
노라. 나는스스로 ㄱ영광스럽게여기
지 아니하고,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
를 영광으로 여기노라. 또한 이것이
내영광이니, 곧혹하나님의손에든
도구가 되어 얼마간의 영혼을 회개
로인도하는것이라. 또이는내기쁨
이니라.

10 또보라, 많은내형제들이진심
으로 뉘우쳐,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옴을내가볼때, 그때내영혼이기쁨
으로 충만하도다. 그때 내가 주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ㄱ일을 기억하노
니, 곧그가내기도를들으신것이며,
참으로 그때 내가 나를 향하여 펴신
그의자비하신팔을기억하노라.

11 참으로 이뿐 아니라 내가 또한
내 조상들이 사로잡혔던 것을 기억
하노니, 이는 ㄱ주께서그들을속박에
서 건져 내시고, 이로써 그의 교회를
세우신 것을 내가 정녕 알고 있음이
라. 참으로주하나님, 곧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
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박에서 건
져내셨느니라.

12 참으로 내가 내 조상들의 포로
되었던 것을 항상 기억하였노니, 그
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 내신 그
동일한하나님께서그들을속박에서
ㄱ건져내셨느니라.

13 참으로 또한 그 동일한 하나님
께서 그들 가운데 자기 교회를 세우
셨고,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사, 이 백성에
게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나에게
많은 성공을 주셨으니 이로써, 내
ㄱ기쁨이충만하도다.

14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의 성공만
으로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내 기쁨
은 니파이 땅에 올라가 있었던 내 형
제들의 ㄱ성공으로 인하여 더욱 충만
하도다.

15 보라, 저들이 크게 수고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으니, 저들의 상급
이얼마나크겠느냐!

16 이제내가이들내형제들의성
공을 생각할 때 내 영혼이 이끌려 가
서, 마치 내 몸에서 나뉠 듯 하나니,
그처럼나의기쁨이크도다.

17 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 내
형제들에게 허락하사, 저들로 하나
님의 나라에 앉게 하시며, 또 저들의
수고의결실인그들모두에게도그리
하사 그들로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
고, 영원토록 그를 찬양하게 하시기
를 원하노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사
내말대로, 곧내가말한것같이이루
어지게하시기를원하노라. 아멘.

제 30 장

적 그리스도인 코리호어가 그리스도
와속죄와예언의영을조롱함－그가
하나님도, 사람의 타락도, 죄에 대한
형벌도, 그리스도도 없다고 가르
침－앨마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며

354앨마서 29:10~17

9ㄱ 앨 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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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앨마서 30:1~11

만물은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낸다고
증거함－코리호어가 표적을 요구하
다가 치심을 입어 말 못하는 자가
됨－악마가 천사로 코리호어에게 나
타나 그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었
음－코리호어가 짓밟혀 죽음. 주전
76~74년경.

보라,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
ㄱ백성이 여어숀 땅에 정착하고 난
후, 또한 레이맨인들이 그 땅에서
ㄴ쫓겨나고, 그들의 죽은 자들이 그
땅백성에의해장사되고난후－

2 이제 그들의 죽은 자를 세지 아
니하였으니 그 수가 큼으로 인함이
며, 니파이인의 죽은 자도 세지 아니
하였더라－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저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
고난후, 또한금식과애통과기도의
날들 이후 (때는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십육년이었더라) 온 땅
에평화가지속되기시작하였더라.

3 또한 백성들은 주의 계명을 지
켜 준행하되, 모세의 율법을 좇아 하
나님의 ㄱ의식을 엄격히 준행하였으
니, 이는 모세의 율법이 이루어지기
까지 이를 ㄴ지켜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았음이더라.

4 또 그리하여 니파이 백성에 대
한 판사 치세 제십육년 내내 백성들
에게는아무런소란이없었느니라.

5 또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 치세

제십칠년 초에도 평화가 지속되었
으나,

6 이렇게되었나니제십칠년말에
한 사람이 제이라헤믈라 땅에 들어
왔으니, 그는 ㄱ적 그리스도라. 이는
그가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하여, 선
지자들로말씀하신예언들을거스려
백성들에게가르침을베풀기시작하
였음이라.

7 이제 사람의 ㄱ믿음에 대해서는
금하는 아무런 법이 없었으니, 이는
사람들을 불공평한 입장에 처하게
할 법을 둠은 엄격히 하나님의 명에
반하는것임이었더라.

8 이는 이같이 경전에 일렀으되,
오늘너희는너희가섬길자를 ㄱ택하
라하였음이니라.

9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
기기 원하였으면, 이는 저의 특권이
라. 곧 그보다는 저가 하나님을 믿었
으면 그를 섬기는 것은 저의 특권이
었으나, 저가 그를 믿지 아니할지라
도저를처벌할법은없었느니라.

10 그러나만일살인하였으면 ㄱ사
형을 받았으며, 강탈하였어도 역시
처벌받았으며, 도적질하였어도 역시
처벌받았으며, 간음을 범하였어도
역시 처벌받았나니, 참으로 이 모든
간악함에 대하여 그들은 처벌을 받
았더라.

11 이는 사람들이 그들의 범죄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법이 있

30 1ㄱ앨 27:25~26. 
안내앤타이-니파이-
리하이인.

ㄴ 앨 28:1~3.

3ㄱ 안내모세의 율법.
ㄴ 니후 25:24~27; 

앨 25:15.
6ㄱ 안내적그리스도.

7ㄱ 앨 1:17.
8ㄱ 수 24:15. 

안내선택의지.
10ㄱ 안내사형.



었음이라. 그러할지라도사람의믿음
을 금하는 법은 없었나니, 그러므로
사람은자기가행한범죄에대해서만
처벌을 받았더라. 그러므로 모든 사
람은ㄱ공평한입장에있었느니라.

12 이에그이름이코리호어인, 이
적 그리스도가 (또 법이 그를 도무지
붙들 수 없었으매) 백성들에게 그리
스도는 없을 것이라고 전파하기 시
작하였나니, 이 같은 방식으로 그가
전파하여이르되,

13 오너희어리석고헛된소망아
래 얽매여 있는 자들아, 어찌하여 너
희는그처럼어리석은일로스스로에
게 멍에를 씌우느냐? 어찌하여 너희
는 그리스도를 바라느냐? 이는 아무
도장차임할일을알수없음이니라.

14 보라, 너희가 예언이라 하고,
너희 말에 거룩한 선지자들에 의해
전해 내려왔다 하는 이러한 것은, 보
라, 그러한 것은 너희 조상들의 어리
석은전통이니라.

15 그것이 확실함을 너희가 어떻
게 아느냐? 보라, 너희가 ㄱ보지 못하
는일을너희가알수없나니, 그러므
로 너희는 그리스도가 있으리라는
것을알수없느니라.

16 너희가 앞을 내다보며 너희의
죄 사함을 본다 하나, 보라, 그것은
과도하게 흥분된 생각의 결과요, 너
희 생각의 이 혼란은 너희를 인도하
여, 실상은 그렇지 아니한 일을 믿게
하는 바, 너희 조상들의 전통으로 인
하여오느니라하였더라.

17 또그가그와같은것을백성들
에게 많이 더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행
하여지는 속죄란 있을 수 없으며, 각
사람은 피조물의 경영을 좇아 이 생
을 살아가는 것이므로, 각 사람은 자
기의 재능대로 번영하며, 각 사람은
자기의 힘대로 정복하며, 사람이 하
는 일은 무엇이든지 범죄가 아니라
하였더라.

18 이같이 그가 그들에게 전파하
여많은자의마음을이끌어내어, 그
들로 그들의 간악함 중에 그 머리를
들게 하였으니, 참으로 많은 여자와
또한 남자들을 이끌어 내어, 음행을
범하게 하였으며－그들에게 이르기
를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
하였더라.

19 이제 이 사람이 여어숀 땅에도
건너가서, 한때 레이맨인 백성이었
던 암몬 백성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
을전파하려하였더라.

20 그러나 보라 그들은 다수의 니
파이인들보다 현명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를 잡아 결박하고, 그를 그
백성 위에 대제사인 암몬 앞으로 끌
고갔음이라.

2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이
그를 그 땅에서 끌고 나가게 한지라,
그가 기드온 땅으로 건너와서, 그들
에게도 전파하기 시작하였으나, 여
기서 많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나
니, 이는 그가 잡혀 결박되어, 그 땅
을 다스리는 대제사와 또한 대판사

356앨마서 30:12~21

11ㄱ 모사 29:32. 15ㄱ 이더 12:5~6.



357 앨마서 30:22~29

앞으로끌려갔음이라.
2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대제사

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는 주
의 길을 굽게 하며 돌아다니느냐? 어
찌하여 너는 이 백성에게 그리스도
가 없을 것이라고 가르쳐, 그들의 기
뻐함을 훼방하려 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모
두거스려말하느냐하였더라.

23 이제 이 대제사의 이름은 긷도
나였더라. 이에 코리호어가 그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들의 어리석은 전
통을 내가 가르치지 아니하는 연고
요, 이 백성을 다스릴 권력과 권세를
잡고자, 또 그들을 무지한 가운데 있
게하여, 그들로그머리를들지못하
게하고, 네말에따라낮아지게하고
자, 옛날의 제사들이 제정해 놓은 어
리석은 의식과 의례 아래 스스로를
얽매도록 내가 이 백성을 가르치지
아니하는연고니라.

24 너희는 이 백성이 자유로운 백
성이라 말하도다. 보라, 내가 말하노
니 그들은 속박되어 있느니라. 너희
는 저 옛 예언들이 참되다 말하도다.
보라, 내가 말하노니 그것들이 참된
줄너희는알지못하느니라.

25 너희는이백성이한부모의범
법으로 말미암아, 죄 있고 타락한 백
성이라 말하도다. 보라, 내가 말하노
니 자녀가 그 부모로 인하여 죄 있지
아니하느니라.

26 그리고 너희는 또한 그리스도
가올것이라말하도다. 그러나보라,

내가 말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가
있을 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또
한그가세상의 ㄱ죄를위하여죽임을
당하리라말하나니－

27 또 이같이 너희는 너희 조상들
의 어리석은 전통을 좇아, 너희 스스
로의뜻대로, 이백성을이끌어내고,
마치 속박에 든 것처럼, 그들을 억누
름으로써, 그들의 손의 수고로 너희
스스로를 배불리고자 하며, 그들로
감히 담대함을 가지고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며, 그들로 감히 그들의 권
리와 특권을 누리지도 못하게 하는
도다.

28 참으로 그들은 그들의 제사들
을 거스를까 하여, 감히 자신의 것을
사용하고자 아니하나니, 저들은 저
들의 뜻대로 그들에게 멍에를 씌우
고, 저들의 전통과 저들의 꿈과 저들
의 일시적인 생각과 저들의 환상과
저들의 꾸며낸 신비로써, 만일 그들
이 저들의 말대로 하지 아니하면, 저
들이 하나님이라 하는 어떤 미지의
존재－곧 지금까지 결코 보인 적도
없고 알려진 적도 없으며, 과거에도
결코 있지 아니하였고 장차도 결코
있지 아니할 존재를 거스르는 것이
라고믿게하였느니라.

29 이제 대제사와 대판사가 그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고는, 곧 그가 심
지어 하나님을 거스려 욕하기까지
하려는 것을 보고는,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고자 아니하고, 그를 결박
하게 하고 그를 관원들의 손에 넘겨,

26ㄱ 사 53:4~7.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보내어, 앨마
와 그 온 땅을 다스리는 대판사 앞으
로데려가게하였더라.

3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앨
마와 대판사 앞에 끌려와서는, 기드
온 땅에서 행한 것과 동일한 모양으
로계속하되, 실로그가 ㄱ모독하기를
계속하였느니라.

31 또일어나앨마앞에서서크게
ㄱ부풀린말을하고, 제사들과교사들
을 거스려 욕하며, 백성들의 수고로
배불리기 위하여, 그들 조상의 어리
석은 전통을 따라 백성들을 이끌어
낸다고그들을비난하였더라.

32 이제앨마가그에게이르되, 너
는 우리가 이 백성의 수고로 우리 스
스로를 배불리지 아니하는 줄 알고
있나니, 이는 보라 참으로 판사 치세
초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내 백성에
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이 땅
을 두루 많이 여행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부양을 위해 내 손으로 일
해왔노라.

33 또교회안에서내가행한많은
수고에도 불구하고, 내 수고에 대해
서한 ㄱ시나인만큼도받은일이없으
며, 내형제중누구도판사직에있을
때를제외하고는그리하지않았으며,
그때에도 우리는 다만 법에 따라 우
리의시간에대해서만받았음이니라.

34 또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의 우
리의 수고에 대해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있을진대, 진리를 선포하여 우

리형제들의 ㄱ기쁨안에서우리가기
뻐함을 얻고자 하는 것 외에, 교회에
서 수고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
익이있느냐?

35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는 네 스
스로 우리가 아무 이익도 받지 않는
줄을 알면서, 우리가 이익을 얻고자
이 백성에게 가르침을 베푼다 하느
냐? 또이제너는그들의마음에그토
록 큰 기쁨을 초래하는 우리가 이 백
성을속인다고믿느냐?

36 이에 코리호어가 그에게 대답
하되, 그러하니라.

37 이에앨마가그에게이르되, 너
는하나님이계심을믿느냐?

38 이에그가대답하되, 아니라.
39 이제앨마가그에게이르되, 네

가 다시 하나님이 계심을 부인하며,
또한 그리스도를 부인하겠느냐? 보
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는 하나님
이 계신 것과 또한 그리스도께서 오
시리라는것을아노라.

40 또 이제 ㄱ하나님이 계시지 않
다거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는다
는무슨증거가네게있느냐? 내가네
게 말하노니, 네게는 아무 증거도 없
고, 다만네말뿐이니라.

41 그러나보라, 내게는이러한것
이 참되다는 ㄱ증거로서 만유가 있도
다. 또 네게도 그러한 것이 참되다는
증거로서 만유가 있거늘, 그래도 네
가 이를 부인하겠느냐? 너는 이러한
것이참된줄을믿느냐?

358앨마서 30:30~41

30ㄱ 안내신성을 모독하다,
신성모독.

31ㄱ 힐 13:22.

33ㄱ 앨 11:3.
34ㄱ 안내기쁨.
40ㄱ 시 14:1.

41ㄱ 안내증거.



359 앨마서 30:42~50

42 보라, 네가 믿는 줄을 내가 아
노라. 그러나 너는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을 벗어 버려
그로 네게 있을 곳이 없게 하였도다.
이에 악마가 너를 다스릴 권능을 가
져, 너를끌고다니며, 하나님의자녀
들을멸하고자간계를꾸미는도다.

43 이에 이제 코리호어가 앨마에
게 이르되, 만일 네가 하나님이 계심
을 내가 인정할 수 있도록, 내게 ㄱ표
적을 보여 준다면, 참으로 그에게 권
능이 있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 준다
면, 그리하면네말의참됨을내가인
정하리라.

44 그러나 앨마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표적을 충분히 가졌거늘, 네가
네 하나님을 시험하려느냐? 네게 이
ㄱ모든네형제들과또한모든거룩한
선지자들의 증거가 있거늘, 네가 말
하기를 내게 표적을 보이라 하려느
냐? 경전이 네 앞에 놓여 있고, 또한
ㄴ만물이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나
니, 참으로 ㄷ지구와 그 위에 있는 모
든것과또한그것의 ㄹ움직임과또한
규칙적인 형태로 움직이는 모든 ㅁ행
성도, 지고하신 창조자가 계심을 증
거하느니라.

45 또그러함에도네가다니며, 이
백성의 마음을 이끌어 내며, 그들에
게 하나님이 없다 증거하느냐? 그러
함에도 네가 이 모든 증거를 거스려
부인하겠느냐? 이에 그가 이르되, 그
러하도다, 네가 내게 표적을 보이기

전에는내가부인하리라.
46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앨

마가그에게이르되, 보라, 네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슬프도다.
참으로 네가 아직 진리의 영을 물리
치고자 하므로, 네 영혼이 멸망을 받
을까함이라.

47 그러나보라, 네가너의거짓말
과 네 아첨하는 말로써, 많은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어 내리는 방편이 되
는 것보다 네 영혼을 잃는 것이 ㄱ나
으니, 그러므로 네가 다시 부인할진
대, 보라하나님이너를치시리니, 네
가말못하는자가되어다시는네입
을 열지 못하겠고, 다시는 이 백성을
미혹하지못하리라.

48 이제 코리호어가 그에게 이르
되,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아니하나,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도
아니하노라. 또한 내가 말하노니, 너
도 하나님이 있는 줄 알지 못하니라.
네가 표적을 내게 보이기 전에는 내
가믿지아니하리라.

49 이제앨마가그에게이르되, 내
말대로, 네가 ㄱ치심을 입어 말 못하
는 자가 되는 이것을 내가 네게 표적
으로주리라. 이에내가말하노니, 하
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치심을 입어
말못하는자가되어, 다시는말을내
지못할지니라.

50 이제 앨마가 이 말을 하고 나
자, 앨마의 말대로, 코리호어가 치심
을입어말못하는자가되어말을할

43ㄱ 야곱 7:13~21; 
교성 46:8~9. 안내표적.

44ㄱ 모사 13:33~34.

ㄴ 시 19:1; 교성 88:47.
ㄷ 욥 12:7~10.
ㄹ 힐 12:11~15.

ㅁ 모세 6:63.
47ㄱ 니전 4:13.
49ㄱ 대하 13:20.



수없게되었더라.
51 이에이제대판사가이를보고,

그 손을 내밀어 코리호어에게 써서
이르되, 이제 네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게 되었느냐? 앨마가 그의 표
적을 누구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네
가 바랐느냐? 네게 표적을 보이기 위
해 그가 다른 자들을 괴롭히기를 바
랐느냐? 보라 그가 네게 표적을 보였
거늘이제네가더논박하겠느냐?

52 이에 코리호어가 그 손을 내밀
어 써서 이르되, 내가 말을 할 수 없
으매, 말 못하는 자가 된 줄을 아노
라. 또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는 아
무것도이일을내게임하게할수없
다는 것을 아노라, 또한 나는 하나님
이계시다는것을항상 ㄱ알고있었느
니라.

53 그러나 보라, 악마가 나를 ㄱ속
였나니, 이는 그가 천사의 모습으로
나에게 ㄴ나타나내게이르기를, 가서
이 백성을 돌이키라. 이는 그들이 다
어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따라 바
른 길에서 벗어났음이니라 하였고,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하나님은
ㄷ없다 하고, 또한 내게 말할 바를 가
르쳐 주었느니라. 이에 내가 그의 말
을 가르쳤나니, 내가 그것을 가르친
것은그것이 ㄹ속된생각에기쁨이되
었음이라. 또 내가 그의 말을 가르쳐
이윽고 많은 성공을 거두게 된지라,
그로 인해 내가 그러한 것이 참된 줄
진실로 믿게 되었나니, 이 까닭에 내

가 진리에 대항하여 결국 이 큰 저주
를자초하기에이르렀도다하니라.

54 이제 그가 이 말을 하고 나서
그 저주가 자기에게서 떠나도록, 앨
마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줄 것을 구
하였더라.

55 그러나 앨마가 그에게 이르되,
이 저주가 네게서 떠날진대 네가 다
시 이 백성의 마음을 이끌어 낼 것인
즉,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네게 이루
어지리라하니라.

5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 저주
가 코리호어에게서 떠나지 아니하
매, 그가 쫓겨나, 이 집 저 집으로 다
니며자기의먹을것을구걸하더라.

57 이제 코리호어에게 일어난 일
이 즉시로 그 온 땅에 두루 공표되었
으니, 참으로대판사가그땅모든백
성에게 포고를 보내어, 코리호어의
말을 믿은 자들에게 선포하기를, 이
동일한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까 하
니, 급히회개하라하였더라.

58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다
코리호어의 간악함을 깨달았으므로,
모두 다시 주께로 돌이키매, 이로써
코리호어의방식을따른죄악이끝나
고, 코리호어는이집저집으로다니
며먹을것을구걸하며연명하더라.

59 또이렇게되었나니그가한백
성, 곧 니파이인들로부터 분리되어
나와, 조램이라 이름하는 사람에 의
해 인도되어, 스스로 조램인이라 칭
하는백성가운데나아갔더니－그가

360앨마서 30:51~59

52ㄱ 앨 30:42.
53ㄱ 야곱 7:14.

ㄴ 고후 11:14; 

니후 9:9.
ㄷ 시 10:4.
ㄹ 안내육신에 속한.



361 앨마서 30:60~31:6

그들 가운데 나아갈새, 보라 그가 치
어짓밟혔으니, 곧그가죽기까지라.

60 또이로써우리는주의길을굽
게 하는 자의 종말을 알게 되며, 또
이로써 우리는 ㄱ악마가 자기의 자녀
들을마지막날에 ㄴ도우려하지아니
하고, 급히 ㄷ지옥으로끌어내림을알
게되느니라.

제 31 장

앨마가배도한조램인들을되돌리고
자 선교 활동을 이끎－조램인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택하심에 관
한 그릇된 개념을 믿고, 정해진 기도
로 예배드림－선교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됨－그들의 고난은 그리스
도의기쁨속에삼켜짐. 주전74년경.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호어의
종말 이후에, 앨마가 조램인들이 주
의 길을 굽게 하고 있음과 그들의 지
도자인 조램이 백성의 마음을 이끌
어 말 못하는 ㄱ우상에 ㄴ절하게 한다
는 소식을 받고,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그마음이다시 ㄷ상하기시작
하였더라.

2 이는 자기 백성 중의 죄악에 대
하여알게됨이앨마에게는큰 ㄱ슬픔
의 까닭이 되었음이라. 그러므로 그
의마음은조램인들이니파이인들에

게서 나누어진 일로 인하여 심히 슬
펐더라.

3 이제조램인들은그들이앤티오
눔이라 일컫는 땅에 함께 모였었나
니, 이는 제이라헤믈라 땅의 동편이
요, 이는 바닷가에 거의 접경하여 놓
여 있으며, 이는 여어숀 땅의 남쪽이
요, 이는또한남방광야에경계가닿
았으니, 이 광야에는 레이맨인들이
가득하였더라.

4 이제 니파이인들은 조램인들이
레이맨인들과 교제에 들어가게 될
것과, 그것이 니파이인들 편에 큰 손
실의 방편이 될 것을 크게 두려워하
였더라.

5 또 이제 ㄱ말씀의 ㄴ전파가 백성
을 ㄷ인도하여의로운일을하게하는
큰경향이있으므로－참으로그것은
칼이나 그들에게 일어났던 다른 어
떠한 것보다, 백성들의 생각에 더 강
력한효과가있었더라－그리하여앨
마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을 시험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
였더라.

6 그리하여 그는 암몬과 아론과
옴너를 취하고, 힘나이는 제이라헤
믈라의 교회에 남겨 두었으나, 앞의
셋과 또한 밀렉에 있던 앰율레크와
지에즈롬을 자기와 함께 데리고 갔
으며, 그가또한자기의아들중둘을
취하였더라.

60ㄱ 안내악마.
ㄴ 앨 3:26~27; 5:41~42;

교성 29:45.
ㄷ 안내지옥.

31 1ㄱ 니후 9:37. 
안내우상 숭배.

ㄴ 출 20:5; 모사 13:13.
ㄷ 앨 35:15.

2ㄱ 모사 28:3; 3니 17:14;
모세 7:41.

5ㄱ 히 4:12; 야곱 2:8; 
앨 36:26.

ㄴ 이노 1:23; 
앨 4:19. 
안내전파하다.

ㄷ 예이 1:11~12; 
교성 11:2.



7 이제 그의 아들 중 장남은 그가
자기와 함께 데리고 가지 아니하였
나니, 그의 이름은 ㄱ힐라맨이요, 그
가 자기와 함께 데리고 간 자들의 이
름은 시블론과 코리앤톤이니, 이는
조램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러, 그
와함께 ㄴ조램인들가운데로갔던자
들의이름이니라.

8 이제 조램인들은 니파이인에게
서 ㄱ이반한 자들이었으므로, 하나님
의말씀이그들에게전파되었었더라.

9 그러나 그들이 큰 잘못에 ㄱ빠졌
나니, 이는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좇
아, 하나님의 계명과 그의 규례를 지
켜준행하려아니하였으며,

10 유혹에 들지 않도록 매일 하나
님께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라 하는
교회의의례를지키려고도아니하였
음이라.

11 참으로 요컨대 그들이 심히 많
은 경우에 주의 길을 굽게 하였나니,
그러므로 이 까닭에 앨마와 그의 형
제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러
그땅에들어가게되었더라.

12 이제저들이그땅에들어와서,
보라, 놀랍게도 조램인들이 회당들
을 지은 것과 그들이 주의 날이라 칭
하는 바, 일 주 중 하루에 함께 모여
앨마와 그의 형제들이 결코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을 발견
하였더라.

13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회당 중
앙에 쌓아 올린 한 자리가 있었음이

니, 곧설자리라, 높기는머리보다도
위며, 그꼭대기는오직한사람을용
납할만하더라.

14 그러므로 누구든지 ㄱ예배드리
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나아가 그
꼭대기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 손
을내뻗고, 큰소리로외쳐이르기를,

15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시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며, 우리는 당신이 거룩하신
것과 당신이 전에도 영이시었고 지
금도 영이시며 장차도 영원히 영이
실것을믿사옵나이다.

16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는 당신이 우리를 우리 형제들에게
서 구별하셨음을 믿사오며, 또 우리
는 그 조상들의 유치함에 의하여 그
들에게전해내려온것, 곧우리형제
들의 전통을 믿지 아니하고, 당신이
우리를 ㄱ택하사 당신의 ㄴ거룩한 자
녀가 되게 하셨음을 믿사오니, 또한
당신은 그리스도가 없을 것을 우리
에게알게하셨나이다.

17 그러나 당신은 어제나 오늘이
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오니, 당신은
우리를 ㄱ선택하사, 우리로구원을얻
게 하셨사오나, 반면에 우리 사방의
모든 자는 당신의 진노로써 지옥에
던짐을 받도록 선택함을 입었나니,
이 거룩함에 대하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감사드리나이다. 또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로 우리 형제들의 어
리석은 전통을 따라 이끌려 가지 않

362앨마서 31:7~17

7ㄱ 안내힐라맨, 
앨마의 아들.

ㄴ 앨 30:59.

8ㄱ 앨 24:30.
9ㄱ 안내배도.

14ㄱ 마 6:1~7.

16ㄱ 앨 38:13~14.
ㄴ 사 65:3, 5.

17ㄱ 안내헛된, 헛된 것.



363 앨마서 31:18~28

게 하신 것을 또한 당신께 감사드리
오니, 그 전통은 정녕 그들의 마음으
로 우리의 하나님, 곧 당신에게서 멀
리 떠나 방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믿음에그들을얽매고있나이다.

18 이에 다시 우리가 택하심을 입
은 거룩한 백성인 것을, 하나님이시
여,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아멘 하
더라.

19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들들이 이러
한기도를듣고, 측량할수없을만큼
놀랐더라.

20 이는보라, 모든사람이나아가
이동일한기도를드림이더라.

21 이제 그 자리를 그들은 래미움
프톰이라 하였으니, 해석한즉 거룩
한단이라.

22 이제 이 단에서 그들, 각 사람
이 하나님께 똑같은 기도를 드리며,
그들이 그에게 택함을 받은 것과 그
형제들의전통을좇아그들을이끌어
가지아니하신것과그들이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장차 임할 일을 믿는데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한 것
을, 그들의하나님께감사하더라.

23 이제 백성들이 모두 이러한 방
식으로 감사를 드린 후, 그들의 집으
로 돌아가며, ㄱ결코 다시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기
를, 거룩한단으로다시함께모여그
들의 방식대로 감사를 드리기까지
그리하더라.

24 이제앨마가이를보고그마음
이 ㄱ비통하였으니, 이는그들이사악
하고 패역한 백성임을 그가 보았음
이라, 참으로그들의마음은금에, 또
은에, 또온갖좋은물품에있음을그
가보았더라.

25 그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ㄱ자고하여, 그 교만 중에 크게 자랑
하게되었음을그가또한보았더라.

26 이에 그가 하늘로 그 목소리를
높여, ㄱ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주의 종들이 육체로 이 아래
에 거하면서,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서 이토록 큰 간악함을 보게 하시려
나이까?

27 하나님이시여, 보시옵소서, 그
들이주께 ㄱ부르짖사오나, 그들의마
음은 그들의 교만 속에 삼키웠나이
다. 하나님이시여, 보시옵소서, 그들
이 그 입으로는 주께 부르짖사오나,
반면그들은세상의헛된것으로 ㄴ부
풀어, 스스로 큰 체 하기에 이르렀나
이다.

28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들의 값
비싼 의복과 그들의 작은 고리들과
그들의 ㄱ팔찌와 그들의 금패물과 그
들을 꾸민 그들의 모든 귀한 것들을
보시옵소서 또 보옵소서, 그들의 마
음이 그러한 것에 있거늘, 그들이 주
께 부르짖어 아뢰기를, 다른 이들은
멸망할 것인 반면, 우리는 당신께 택
함을 입은 백성이온즉, 하나님이시
여, 우리가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23ㄱ 약 1:21~25.
24ㄱ 창 6:5~6.
25ㄱ 야곱 2:13; 앨 1:32.

26ㄱ 모세 7:41~58.
27ㄱ 사 29:13.

ㄴ 안내교만.

28ㄱ 사 3:16~24.



하나이다.
29 그뿐 아니라 그들은 주께서 그

들에게 그리스도가 없을 것이라고
알려주셨다하나이다.

30 오주하나님이시여, 어느때까
지 이 같은 간악함과 불신앙이 이 백
성 가운데 있도록 두려 하시나이까?
주여, 내가 내 연약함을 감당하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겠나이까. 이는 내
가연약하옵고, 이백성중의그같은
간악함이 내 영혼을 괴롭히는 연고
니이다.

31 주여, 내 마음이 심히 슬프오
니, 그리스도 ㄱ안에서 내 영혼을 위
로해 주시겠나이까. 주여, 나로 힘을
갖게 하사, 이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
여, 내게 임할 이 고난들을 인내로써
받을수있게하여주시겠나이까.

32 주여, 내 영혼을 위로하사, 나
와 또한 나와 함께 한 내 동역자들에
게성공을주시겠나이까－참으로암
몬과 아론과 옴너와 또한 앰율레크
와 지에즈롬과 또한 나의 ㄱ두 아들
들－참으로 이들 모두를, 주여, 주께
서 위로해 주시겠나이까. 참으로 그
들의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
해주시겠나이까.

33 저희로 힘을 갖게 하사, 이 백
성의 죄악으로 인하여 저희에게 임
할 고난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게 하
여주시겠나이까.

34 주여, ㄱ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서 저들을 다시 주께로 인도함에 있
어성공을거두게해주시겠나이까.

35 주여, 보시옵소서, 저들의 ㄱ영
혼은귀하며, 저들중많은자가우리
의 형제들이오니, 그러므로 주여, 우
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사, 우리로
이들 우리의 형제들을 다시 주께로
인도하게하여주시옵소서.

36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이말을하고나서, 그손을자기와함
께한자들모두의위에얹으니, 보라,
그가그 ㄱ손을그들위에 ㄴ얹으매, 그
들이성령으로충만하게되니라.

37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은 스스로
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
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를
ㄱ염려하지않고서로헤어졌더라.

38 이에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
비하사 그들로 주리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셨으며, 또한 그
들에게 힘을 주사, 그들이 겪는 여하
한 ㄱ고난도다그리스도의기쁨안에
삼키우게 하셨더라. 이제 이는 앨마
의기도대로였나니, 이는그가 ㄴ신앙
으로기도한연고였더라.

제 32 장

앨마가 고난으로 겸손하게 된 가난
한사람들을가르침－신앙은보이지
않는 참된 것을 바라는 것임－앨마
가 천사들이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

364앨마서 31:29~38

31ㄱ 요 16:33.
32ㄱ 앨 31:7.
34ㄱ 니후 26:33.
35ㄱ 안내영혼－영혼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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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 33:23.

ㄴ 안내신앙.



365 앨마서 32:1~9

린아이들에게성역을베푼다는것을
증거함－앨마가말씀을씨앗에비유
함－그것은심고가꾸어야함－그리
하면 그것은 영생의 열매를 따는 나
무로자라게됨. 주전74년경.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나아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여, 그들의 회당에
도, 또그들의집에도들어가고, 또한
참으로 그들의 거리에서도 말씀을
전파하였더라.

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 가
운데서 많은 수고를 한 후, 저들이
ㄱ가난한 계층의 백성 가운데서 성공
을 거두기 시작하였으니, 이는 보라,
그들이 그 의복의 조악함으로 인하
여회당에서쫓겨났음이러라－

3 그리하여그들은더러운것으로
여겨져, 하나님을 예배하러 그들의
회당에들어감이허락되지아니하였
더라. 이러므로 그들은 가난하였으
니, 참으로 그들은 그 형제들에게 찌
꺼기같이 여겨졌더라. 이리하여 그
들은 세상의 것으로도 ㄱ가난하였고,
또한마음으로도가난하였더라.

4 이제앨마가오나이다산에서백
성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큰 무리가 그에게로 나아오
니, 이는우리가말하던자들이요, 그
들이세상의것에서가난함으로인하
여, ㄱ마음이가난하다한자들이라.

5 이에 그들이 앨마에게로 와서,
그들 중 으뜸 되는 자가 앨마에게 말
하되, 보소서 나의 이 형제들이 ㄱ무
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이는 그들이
그 가난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멸시를 받되, 참으로 우리의 제사들
에게 특히 더 그러함이라. 이는 저들
이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많이 수고
하여 지은 우리의 회당에서 우리를
ㄴ쫓아내었음이오며, 또 저들이 우리
의 심한 가난으로 인하여 우리를 쫓
아내어,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을 예
배할 장소가 없음이오니, 보소서,
ㄷ우리가무엇을하리이까?

6 이에 이제 앨마가 이를 듣고, 몸
을 돌이켜, 자기 얼굴을 바로 그에게
로 향하고, 큰 기쁨으로 바라보았으
니, 이는 그들의 ㄱ고난이 진실로 그
들을 ㄴ겸손하게 한 것과 또 그들이
말씀을들을 ㄷ준비가되어있는것을
보았음이라.

7 그리하여 그가 다른 무리에게
더말하지아니하고, 그손을내밀고,
자기가바라보는바진실로뉘우치는
자들에게외치며, 그들에게이르되,

8 내가 보니 너희는 마음이 ㄱ겸손
하도다, 만일 그렇다면 너희가 복이
있도다.

9 보라 네 형제가 말하기를, 우리
가 무엇을 하리요, 이는 우리가 우리
회당에서 쫓겨나, 우리 하나님을 예
배할수없음이라하였도다.

32 2ㄱ 안내가난한 자.
3ㄱ 앨 34:40.
4ㄱ 안내가난한 자－영으로

가난한 자.

5ㄱ 잠 18:23.
ㄴ 앨 33:10.
ㄷ 행 2:37~38.

6ㄱ 안내역경.

ㄴ 안내겸손한, 겸손.
ㄷ 앨 16:16~17; 

교성 101:8.
8ㄱ 마 5:3~5.



10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오직 너희 회당에서가 아니
면하나님을 ㄱ예배할수없다생각하
느냐?

11 또더욱이내가묻고자하노니,
너희는 일 주일에 한 번 밖에는 하나
님을예배해서안된다생각하느냐?

12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가 겸손하게 되고, 또 ㄱ지혜를 배우
도록, 너희가 너희의 회당에서 쫓겨
난 것이 잘 된 일이라. 이는 너희가
지혜를 배움이 꼭 필요함이요, 너희
가 마음이 낮아지게 된 것이, 너희가
쫓겨나고, 너희의심한 ㄴ가난으로인
하여, 너희 형제들에게 멸시를 받은
연고임이니, 이는 너희가 불가불 겸
손하게되었음이니라.

13 또이제너희가어찌할수없이
겸손하게되었음으로인하여너희에
게복이있나니, 이는사람이간혹어
찌할 수 없이 겸손하게 되면, 회개를
구함이요, 이제 정녕 누구든지 회개
하는 자가 자비를 얻을 것임이며, 자
비를 얻고 끝까지 ㄱ견디는 자 그 같
은자가구원을받을것임이니라.

14 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어찌할 수 없이 겸손하게 되었음으
로 인하여 너희가 복이 있다 이른 것
같이, 너희는 말씀으로 인하여 진실
로 스스로 겸손하여진 자들이 더욱
복있다생각하지않느냐?

15 진실로 스스로 겸손하게 되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 그 같은 자는 복이 있으리니－참
으로 자기의 심한 가난으로 인하여
어찌할 수 없이 겸손하게 되는 자들
보다훨씬더복되리라.

16 그러므로 어찌할 수 없어 겸손
하게 됨이 없이 스스로 ㄱ겸손하여진
자들은 복이 있도다. 곧 그보다 달리
말하자면, 참으로 믿기 전에 말씀을
알게 되거나, 또는 불가항력으로 알
게 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의 완고함이 없이 침례 받는 자
는복이있도다.

17 참으로이르기를, 네가만일하
늘로서 오는 ㄱ표적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면,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 것
이요, 그러면 우리가 믿으리라 하는
자가많으니라.

18 이제내가묻노니, 이것이신앙
이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이는 사람이 어떤 일을 알고
있으면 ㄱ믿을이유가없음이니, 이는
그가그것을알고있음이라.

19 그럼이제단지믿기만하거나,
단지 믿을 근거만 가지고 범법에 빠
지는자보다, 하나님의뜻을 ㄱ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얼마나 더 저
주를받았느냐?

20 이제 이 일에 대해서는 너희가
판단해야 하거니와, 보라, 내가 너희
에게 이르노니 이 편이 어떠함같이,
저 편도 그러하니, 각 사람에게는 그
행위대로되리라.

21 또이제내가신앙에관하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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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ㄱ 안내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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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잠 16:8.

13ㄱ 앨 38:2.
16ㄱ 안내겸손한, 겸손.
17ㄱ 안내표적.

18ㄱ 이더 12:12, 18.
19ㄱ 요 15:22~24.



367 앨마서 32:22~29

한 것같이－ㄱ신앙이란 사물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만일 너희에게 신앙이 있
으면너희는 ㄴ보이지않는참된것들
을ㄷ바라느니라.

22 또 이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며, 또 너희가 기억하기를 바라
노니,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믿는 모
든 자에게 자비로우시니, 그러므로
그는 먼저 너희가 참으로 그의 말씀
을믿기를바라시느니라.

23 또이제그는천사들로그의말
씀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되, 참
으로 ㄱ남자에게만 아니라 여자에게
도 그리하시거니와, 이제 이것이 모
두가 아니니, ㄴ어린아이들이 현명한
자와 학식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을받는때가많으니라.

24 또이제내사랑하는형제들아,
너희가고난을당하고쫓겨났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
게서 알기 원하였으니－이제 나는
내가 오직 참된 것을 좇는 것 이외에
너희를 판단하려 한다고 너희가 생
각하기를원하지아니하노라－

25 이는 내 말이 너희 곧 너희 모
두가 어찌할 수 없이 겸손하게 되었
다 하는 것이 아님이니, 이는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스스로 겸손하게
될자가너희중에있는줄을내가진
실로믿음이니라.

26 이제 내가 신앙에 관하여 이른

것같이－곧 그것은 완전한 지식이
아니라 한 것같이－내 말도 그러하
니라. 신앙이 완전한 지식이 아닌 것
처럼, 내말의확실함도, 너희가처음
부터완전히알수는없느니라.

27 그러나보라, 만일너희가너희
의 능력을 일깨우고 환기시켜, 참으
로 내 말을 시험하기에 이르며, 아주
작은 신앙을 행사하려 할진대, 참으
로 설혹 너희가 믿기를 ㄱ바라는 것
이상은 할 수 없을지라도, 이 바람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게 하기를, 곧 너
희가 믿어 내 말의 일부를 위한 자리
를내줄수있기까지그리하라.

28 이제 우리는 말씀을 ㄱ씨앗에
비유하리라. 이제 만일 너희가 자리
를 내주어 ㄴ씨앗 하나가 너희 ㄷ마음
에 심어졌다면, 보라 그것이 참된 씨
앗, 곧좋은씨앗이라면, 너희가너희
의 ㄹ믿지 않음으로 그것을 내어 버
려, 주의 영을 물리치지 아니할진대,
보라, 그것은 너희 가슴 속에서 부풀
기 시작하리니, 이 부푸는 움직임을
너희가 느낄 때에, 너희가 속으로 말
하기시작하기를－이것은좋은씨앗
임에, 곧 그 말씀은 선함에 틀림없도
다. 이는이것이내영혼을크게하기
시작함이라. 참으로이것은나의 ㅁ이
해력을 밝혀 주기 시작하나니, 참으
로 이것은 내게 기쁨을 주기 시작하
는도다하리라.

29 이제보라, 이것이너희의신앙

21ㄱ 요 20:29; 히 11.
ㄴ 이더 12:6.
ㄷ 안내소망.

23ㄱ 욜 2:28~29.
ㄴ 마 11:25; 눅 10:21; 

3니 26:14~16; 
교성 128:18.

27ㄱ 막 11:24.
28ㄱ 앨 33:1.

ㄴ 눅 8:11.

ㄷ 안내마음.
ㄹ 마 17:20.
ㅁ 안내이해.



을 키워 주지 않겠느냐? 내가 이르노
니, 그러하도다. 그러할지라도 그것
이 완전한 지식으로 다 자란 것은 아
니니라.

30 그러나 보라, 씨앗이 부풀고,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하매, 너희가
반드시 말하기를 씨앗이 좋다 하리
니, 이는 보라, 그것이 부풀고, 싹이
나서, 자라기시작함이라. 또이제보
라, 이것이 너희 신앙을 강하게 하지
않겠느냐? 참으로 이는 너희의 신앙
을 강하게 하리라. 이는 너희가 말하
기를 이것이 좋은 씨앗인 줄 내가 아
노니, 이는보라그것이싹이나고자
라기시작함이라할것임이니라.

31 또 이제 보라, 너희는 이것이
좋은 씨앗임을 확신하느냐? 내가 너
희에게 이르노니, 그러하도다. 이는
모든 씨앗은 각기 그 ㄱ닮은 것을 냄
이라.

32 그러므로 만일 씨앗이 자라면
이는 좋은 씨앗이어니와, 만일 자라
지 아니하면, 보라 이는 좋은 씨앗이
아니니, 그러므로버리우느니라.

33 또 이제 보라, 너희가 시험을
해 보아 씨앗을 심었고, 이에 그것이
부풀고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하니,
이로 인해 너희는 그 씨앗이 좋은 줄
을반드시알리라.

34 또 이제 보라, 너희의 ㄱ지식은
완전하냐? 그러하도다. 그일에있어
서 너희의 지식은 완전하며, 너희의
ㄴ신앙은 휴면 중에 있도다. 이는 너

희가 앎으로 인함이니, 이는 말씀이
너희 영혼을 부풀게 한 줄 너희가 알
며, 또그것이싹이나서너희의이해
력이밝아지기시작하고, 너희의 ㄷ생
각이 넓어지기 시작한 줄을, 또한 너
희가앎이라.

35 오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
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실이
니라. 이는 그것이 ㄱ빛인 연고요, 또
무엇이든지 빛 된 것은 선하니, 이는
그것이 분별할 수 있는 것임이라. 그
러므로 그것이 선한 것인 줄 너희가
반드시 알리라. 또 이제 보라 너희가
이 빛을 맛보고 난 후 너희의 지식은
완전하냐?

36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신앙
을 버려 두어서도 아니 되나니, 이는
너희가 다만 씨앗이 좋은 것인지 알
기 위하여 시험을 해 보고자 씨앗을
심을 만큼 너희의 신앙을 행사한 것
에불과함이니라.

37 또보라, 나무가자라기시작하
매, 너희가 말하기를, 크게 주의하여
이를 가꾸어, 그것으로 뿌리를 얻게
하고, 그리하여 그것이 자라서, 우리
를위해열매를맺게하자하리니, 이
제 보라, 만일 너희가 많은 보살핌으
로 나무를 가꾸면, 그것이 뿌리를 얻
겠고, 크게자라열매를맺을것이라.

38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무를
ㄱ소홀히 하여, 그 가꿀 것을 생각하
지 아니하면, 보라 그것은 아무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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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얻지 못하리니, 태양의 열기가 와
서 그것을 태우면, 그것이 뿌리가 없
으므로 마르고, 너희는 이를 뽑아 내
버리느니라.

39 이제 이는 씨앗이 좋지 않았던
까닭이 아니요, 그 열매가 탐스럽지
못할 것이기 때문도 아니라. 다만 그
것은너희의 ㄱ토지가메마르고, 너희
가 나무를 가꾸려 아니한 연고니, 그
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얻을 수 없
느니라.

40 또 이러므로 너희가 신앙의 눈
으로 그 열매를 고대하며, 말씀을 가
꾸지아니할진대, 너희는결코 ㄱ생명
나무의열매를딸수없느니라.

41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의 신
앙으로 큰 부지런함을 가지고, 또
ㄱ인내를 가지고 그 열매를 고대하며
말씀을 가꾼다면, 참으로 나무가 자
라기 시작할 때 이를 가꾼다면, 그것
은 뿌리를 내리리니, 보라 영생으로
ㄴ솟아오르는나무가되리라.

42 또 말씀을 가꾸어 그것으로 너
희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려는 너희
의 부지런함과 너희의 신앙과 너희
의 ㄱ인내로 말미암아, 머지않아, 보
라 너희가 지극히 귀하고, 감미로운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감미로우며,
흰모든것위에뛰어나게희며, 순결
한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순결한 그
ㄴ열매를거두게될것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이 열매를 배부르도록 흡족

히 먹게 되리니, 너희가 주리지도 아
니하며, 목마르지도아니하리라.

43 그때나의형제들아, 나무가너
희에게 열매 맺기를 기다린 바, 너희
의 신앙과 너희의 부지런함과 인내
와 오래 참음의 보상을 너희가 거두
게되리라.

제 33 장

지노스는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기
도하고 예배해야 하며 아들로 말미
암아 심판이 돌이켜진다고 가르쳤
음－지노크는아들로말미암아자비
가내려진다고가르쳤음－모세는광
야에서 하나님 아들의 예표를 들어
올렸음. 주전74년경.

이제앨마가 이 말을 하고 난 뒤, 그
들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가 말
한이열매를얻으려면 ㄱ한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곧 그들의 마음에 반
드시 심어야 한다고 그가 말한 ㄴ씨
앗, 곧말씀은어떻게심어야하는지,
즉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의 신앙을
행사하기 시작해야 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2 이에 앨마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말에 너희가 회당에서
쫓겨난 까닭에 너희의 하나님을 ㄱ예
배할 수 없다 하였으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하

39ㄱ 마 13:5.
40ㄱ 창 2:9; 니전 15:36.
41ㄱ 안내인내.

ㄴ 앨 33:23; 교성 63:23.

42ㄱ 안내부지런함.
ㄴ 니전 8:10~12.

33 1ㄱ 니후 31:21; 
모사 15:2~4.

ㄴ 앨 32:28~43.
2ㄱ 앨 32:5.



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면 너희는 크게 잘못하는 것이니, 너
희는 ㄴ경전을상고해보아야하리라.
만일 너희가 경전이 이를 너희에게
가르쳤다고 생각한다면, 너희는 경
전을깨닫지못하고있는것이니라.

3 너희는 옛 선지자 ㄱ지노스가 기
도곧 ㄴ예배에관하여무엇이라말했
는지읽은것을기억하느냐?

4 이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시여, 내가광야에있을때에도내기
도를 들으셨사오니 자비로우시나이
다. 참으로 내가 내 ㄱ원수인 자들에
관하여 기도했을 때 긍휼히 여기시
고, 그들을내게로돌리셨나이다.

5 하나님이시여, 그뿐 아니라 내
가나의 ㄱ밭에서주께부르짖었을때
나를 긍휼히 여기셨사오니, 내가 나
의기도중에주께부르짖었을때, 나
를들으셨나이다.

6 그리고 또 하나님이시여, 내가
나의 집으로 돌이켰을 때 주는 내 기
도중에나를들으셨나이다.

7 또 주여, 내가 나의 ㄱ골방으로
돌이켜 주께 기도했을 때, 나를 들으
셨나이다.

8 참으로주께서는주의자녀들이
사람의 들음이 아니요 주의 들으심
을 얻고자 주께 부르짖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오니, 그러므로 주께
서그들을들으시리이다.

9 참으로 하나님이시여, 나를 긍

휼히 여기시고, 주의 회중 가운데서
나의부르짖음을들으셨나이다.

10 또한 내가 ㄱ쫓겨나 나의 원수
들에게 멸시를 받을 때에도 나를 들
으시되, 참으로 나의 부르짖음을 들
으시고, 나의 원수들에게 진노하사,
분노 중에 신속한 멸망으로 그들을
벌하셨나이다.

11 또 나의 고난과 나의 성실함으
로 인하여 나를 들으셨사오며, 또 나
를 그처럼 긍휼히 여기신 것은 주의
아들을 인한 것이오라. 그러므로 내
가 나의 모든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
으오리니, 이는 주께 나의 기쁨이 있
음이니이다. 이는 주의 아들로 말미
암아 주의 심판을 내게서 돌이키셨
음이니이다하였음이니라.

12 또 이제 앨마가 그들에게 이르
되, 너희는 옛 사람들이 기록한 저
ㄱ경전들을믿느냐?

13 보라, 너희가 믿는다면, ㄱ지노
스가 말한 것을 믿어야만 할지니, 이
는 보라 그가 말하기를, 주의 아들로
말미암아주의심판을돌이키셨나이
다하였음이라.

14 이제 보라, 내 형제들아, 너희
가 경전을 읽었는지 내가 묻고자 하
노라. 그리하였다면 어찌 너희가 하
나님의아들을믿지않을수있느냐?

15 이는 지노스 홀로 이러한 일에
대하여 말했다고 ㄱ기록되지 아니하
였음이니, ㄴ지노크역시이러한일에

370앨마서 33:3~15

2ㄴ 앨 37:3~10.
3ㄱ 안내경전－잃어버린

경전; 지노스.
ㄴ 안내예배.

4ㄱ 마 5:44.
5ㄱ 앨 34:20~25.
7ㄱ 마 6:5~6; 앨 34:26.

10ㄱ 앨 32:5.

12ㄱ 안내경전.
13ㄱ 앨 34:7.
15ㄱ 야곱 4:4.

ㄴ 니전 19:10; 앨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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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말하였느니라－
16 이는 보라, 그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 백성에게 노하셨사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아들로 인하여 그
들에게 내리신 주의 자비를 그들이
깨닫고자아니하는연고로소이다하
였더라.

17 또 이제 내 형제들아, 너희가
보는 바 두 번째 옛 선지자가 하나님
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였거니와,
백성들이 그의 말을 깨닫고자 아니
한 고로 그들이 그를 ㄱ돌로 쳐 죽였
느니라.

18 그러나보라, 이것이모두가아
니니,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한
자가이들뿐이아니니라.

19 보라, ㄱ모세가 그에 대하여 말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라 광야에서
한 ㄴ예표가 ㄷ들려서, 그것을 쳐다보
는 자마다 살게 하였었나니, 이에 많
은사람들이보고살았느니라.

20 그러나 그 일의 의미를 깨달은
자가 거의 없었으니, 이는 그들의 마
음이 완악한 연고라. 그러나 심히 완
악하게 되어서 보려고 아니한 자들
이 많았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멸망
하였느니라. 그들이 보려고 아니한
이유는 그것이 그들로 ㄱ낫게 하리라
고믿지아니한까닭이라.

21 내형제들아, 너희가낫도록너

희눈길을던지기만함으로써너희가
나을 수 있다면, 너희가 속히 바라보
지 않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그보
다는 믿지 않음 가운데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게으름을 피워, 너희
눈길을던지지않아멸망당하겠느냐?

22 만일 그렇다면 화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
다면 너희 눈길을 던져 하나님의 아
들을믿되, 곧그가자기백성을구속
하러 오실 것과 또 그가 그들의 죄를
위하여 ㄱ속죄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
고죽으실것과또그가죽은자가운
데서 ㄴ다시 일어나실 것을 ㄷ믿기 시
작할지니, 이로써 ㄹ부활이이루어져,
모든 사람이 그의 앞에 서서 마지막
심판날에그들의 ㅁ행위에따라심판
을받으리라.

23 또 이제 내 형제들아, 나는 너
희가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ㄱ심고
그것이 부풀기 시작할 때 너희의 신
앙으로 이를 가꾸기 바라노라. 그리
하면 보라, 이는 너희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ㄴ솟아오르는 나무가 되리
라. 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기쁨을통하여, 너희의 ㄷ짐을가볍게
해 주시기를 비노라. 또 만일 너희가
원하면 참으로 이 모두를 너희가 할
수있느니라. 아멘.

17ㄱ 안내순교자, 순교.
19ㄱ 신 18:15, 18; 

앨 34:7.
ㄴ 민 21:9; 

니후 25:20; 
모사 3:15.

ㄷ 요 3:14; 

힐 8:14~15.
20ㄱ 니전 17:40~41.
22ㄱ 앨 22:14; 34:8~9.

ㄴ 안내부활.
ㄷ 앨 32:27~28.
ㄹ 앨 11:44.
ㅁ 안내행위.

23ㄱ 앨 33:1; 34:4.
ㄴ 앨 32:41; 

교성 63:23;
ㄷ 앨 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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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구원에
이르게함을앰율레크가증거함－속
죄가 행하여지지 않는 한 모든 인류
는 반드시 멸망함－모세의 온 율법
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가리
킴－영원한 구속의 계획은 신앙과
회개에 바탕을 두고 있음－현세적
및 영적인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
라－이 생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
기를준비할시간임－하나님앞에서
두려움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
전74년경.

또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이
말을 그들에게 하고 난 후 땅에 앉으
니, ㄱ앰율레크가일어나그들을가르
치기시작하여이르되,

2 내 형제들아, 나는 우리가 하나
님의아들이라고가르치는그리스도
의 오심에 관하여 말하여져 온 것을
너희가모른다는것이불가능하다고
생각하노니, 참으로 나는 너희가 우
리중에서떨어져나가기전에 ㄱ이러
한 것이 너희에게 충분히 가르친 바
된줄을아노라.

3 또 너희가 너희의 고난으로 인
하여, 내 사랑하는 형제에게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너희에게 알려 주
기를 원하였으매, 이에 그는 너희 마
음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얼마간 너
희에게 말하였고, 또한 신앙을 갖고

인내하도록너희를권면하였나니－
4 참으로 너희가 말씀의 선함을

시험해 보기 위하여, 너희 마음에 말
씀을 ㄱ심어볼만큼의신앙이라도가
질것을권면하였도다.

5 이에 우리는 너희 마음 속에 있
는 큰 의문은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지, 또는 그리스도가 없을
것인지하는것임을보았느니라.

6 너희는 또한 많은 경우에, 나의
형제가 ㄱ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구원에 이르게 함을, 너희에게 증명
한것을보았느니라.

7 나의 형제는 구속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온다는 지노스의 말
을 인용하였고, 또한 지노크의 말도
인용하였으며, 또한 그는 이러한 것
이 참됨을 증명하기 위하여 모세에
대해서도언급하였느니라.

8 그리고 이제 보라, 내가 이러한
것이참됨을나스스로너희에게 ㄱ증
거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나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
의 범법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사람
의 자녀들 가운데 오실 것과 그가 세
상의 죄를 위하여 ㄴ속죄하시리라는
것을 아노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이
를말씀하셨음이니라.

9 이는 ㄱ속죄가 이루어져야 마땅
함이니, 이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위
대한 ㄴ계획에따라속죄가반드시이
루어져야만 함이니라. 그렇지 아니
하면 모든 인류는 필경 반드시 멸망

372앨마서 34:1~9

34 1ㄱ 앨 8:21.
2ㄱ 앨 16:13~21.
4ㄱ 앨 33:23.

6ㄱ 요 1:1, 14.
8ㄱ 안내증언하다.
ㄴ 안내속죄하다, 속죄.

9ㄱ 앨 33:22.
ㄴ 앨 12:22~33; 모세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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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라. 참으로 모두가 완악하게
되었고, 참으로모두가 ㄷ타락하여잃
은 바 되었은즉,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 속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반드시멸망하리라.

10 이는 크고도 마지막이 되는
ㄱ희생이 있어야 마땅함이니, 참으로
사람의 희생도 아니요, 짐승이나 여
하한 새의 희생도 아니라. 이는 그것
이 사람이 드리는 희생이 되지 아니
할 것이요, 필연 ㄴ무한하고 영원한
ㄷ희생이될것임이라.

11 이제 자기의 피를 희생하여 남
의 죄를 위해 속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이제 누가 살인하
면, 보라 ㄱ공의로운 우리의 법이 그
의 형제의 목숨을 취하겠느냐? 내가
네게이르노니아니라.

12 다만 법은 ㄱ살인한 자의 목숨
을 요구하나니, 그러므로 무한한 속
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세상의
죄를 위하여 충분할 것은 아무것도
있을수없느니라.

13 그러므로 크고도 마지막이 되
는 희생이 있어야 마땅하리니, 그렇
게 되면 피 흘리는 일이 ㄱ그치게 될
것이요, 곧 그침이 마땅하며, 그렇게
되면 모세의 ㄴ율법이 이루어지리니,
참으로일점일획도남김없이이루어
지고, 하나도사라지지아니하리라.

14 또 보라, 이것이 ㄱ율법의 온
ㄴ뜻이니, 곧 모든 것이 저 크고도 마
지막이 되는 희생을 가리킴이라. 또
저크고도마지막이되는 ㄷ희생은하
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참으로 무한
하고영원하니라.

15 또 이리하여 그는 그의 이름을
믿을 모든 자에게 ㄱ구원을 가져오시
리라. 이 마지막 희생의 의도는 이것
이니, 곧 공의를 이기고, 사람들에게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갖도록 방편
을 마련해 주는, 자비의 심정을 일으
키는것이라.

16 또 이리하여 ㄱ자비가 ㄴ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 그들을 안
전한 팔 안에 감싸주거니와, 한편 회
개에 이르는 신앙을 행사하지 아니
하는자는 ㄷ공의의요구의온율법에
드러나게 되나니, 그러므로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가진 자에게만 크고
도 영원한 구속의 ㄹ계획이 이루어지
느니라.

17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하나님
께서 너희로 회개에 이르는 너희의
ㄱ신앙을 행사하기 시작하게 하시고,
너희로 그의 거룩한 이름을 ㄴ부르기
시작하게 하사, 너희에게 자비를 베
푸시게되기를원하노라.

18 참으로 그에게 부르짖어 자비
를 구하라. 이는 그가 구원하시기에

9ㄷ 안내아담과 이브의
타락.

10ㄱ 모세 5:6~7.
ㄴ 니후 9:7.
ㄷ 안내희생.

11ㄱ 신 24:16; 모사 29:25.
12ㄱ 안내사형; 살인하다.

13ㄱ 3니 9:17, 19~20.
ㄴ 3니 15:5.

14ㄱ 안내모세의 율법.
ㄴ 앨 30:3.
ㄷ 교성 138:35.

15ㄱ 안내구원.
16ㄱ 안내자비로운, 자비.

ㄴ 안내공의.
ㄷ 앨 12:32.
ㄹ 안내구속의 계획.

17ㄱ 안내신앙.
ㄴ 안내기도.



능하심이라.
19 참으로 스스로 겸손하고, 쉬지

말고그에게기도하라.
20 너희가 너희의 들에 있을 때,

참으로 너희의 모든 양 떼를 위해 그
에게부르짖으라.

21 너희의 집에서, 참으로 너희의
모든 권속을 위해,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그에게ㄱ부르짖으라.

22 참으로 너희 원수들의 권력을
막아주시도록그에게부르짖으라.

23 참으로모든 ㄱ의의원수인 ㄴ악
마를 막아 주시도록 그에게 ㄷ부르짖
으라.

24 너희 밭의 작물을 위해 그에게
부르짖어, 그것들로 너희가 형통하
게하라.

25 너희들판의양떼를위해부르
짖어, 그것들로증식하게하라.

26 그러나 이것이 모두가 아니니,
너희는 너희의 ㄱ골방과 너희의 은밀
한장소에서또너희의광야에서너희
의영혼을쏟아내어야만하느니라.

27 또한 너희가 주께 부르짖지 아
니할 때는, 너희의 ㄱ마음으로 ㄴ충만
하게하여, 너희의복리와, 또한너희
주위에 있는 이들의 복리를 위해 끊
임없이 그에게 기도하는 데 너희 마
음을기울이도록하라.

28 또이제보라내사랑하는형제
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

이 모두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
희가 이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만일
ㄱ궁핍한 자와, 헐벗은 자를 물리치
며, 병들어 고난당하는 자를 돌아보
지 아니하고, 너희가 가진 것이 있을
때, 곤궁에 처한 자들에게 너희의 재
물을 ㄴ나누어 주지 아니하면－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이
러한 일 중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
면, 보라너희의 ㄷ기도는 ㄹ헛되고, 너
희에게 무익하며, 너희는 신앙을 부
인하는위선자와같음이니라.

29 그러므로 너희가 ㄱ자애롭기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정련하
는자가(아무가치가없어) 내어버리
므로, 사람들의 발 아래 밟히는 찌꺼
기와같으니라.

30 이제나의형제들아, 나는너희
가 그처럼 많은 증거를 받았고, 거룩
한 경전이 이러한 것을 증거함을 보
았은즉, 너희가 나아와 회개에 이르
는ㄱ열매맺기를바라노라.

31 참으로 너희가 나아와 더 이상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기를
바라노니, 이는 보라 지금이 너희의
구원의때와 ㄱ날임이라. 그러므로너
희가회개하고너희마음을완악하게
하지 아니하면, 즉시로 위대한 구속
의계획이너희에게이루어지리라.

32 이는 보라, 이 생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ㄱ준비할 시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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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ㄱ 시 5:1~3; 3니 18:21.
23ㄱ 안내의로운, 의로움.

ㄴ 안내악마.
ㄷ 3니 18:15, 18.

26ㄱ 마 6:5~6.
27ㄱ 안내마음.

ㄴ 안내깊이 생각하다.
28ㄱ 안내가난한 자.

ㄴ 안내구제, 구제를 베풂
ㄷ 마 15:7~8.
ㄹ 모로 7:6~8.

29ㄱ 안내자애.

30ㄱ 마 3:8; 앨 13:13.
31ㄱ 롬 13:11~12.
32ㄱ 니후 2:21; 

앨 12:24; 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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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보라 이 생의 날은 사람들이
자기의일을수행할날이니라.

33 또이제내가앞서너희에게이
른 것같이, 너희가 그처럼 많은 증거
를 가졌은즉,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
게 구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ㄱ회개의
날을 끝까지 ㄴ미루지 말라. 이는 영
원을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생의 이 날 후에는, 보라, 우리가 이
생에 있는 동안 우리의 시간을 활용
하지 아니하면, 그 후에는 아무 일도
수행할 수 없는 ㄷ어둠의 ㄹ밤이 옴이
니라.

34 너희가 저 참담한 ㄱ위기에 이
르게 되었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회
개하겠노라, 내가 내 하나님께로 돌
아가겠노라 할 수 없느니라. 참으로
너희는 이렇게 말할 수 없나니, 이는
너희가 이 생을 떠날 때에 너희 몸을
소유하는그동일한영, 그동일한영
이 저 영원한 세상에서 너희 몸을 소
유할능력을가질것임이니라.

35 이는보라, 만일너희가죽기까
지 너희의 회개의 날을 미루었다면
너희는 악마의 영에 ㄱ복종하게 되었
고, 그는 너희를 자기의 것으로 ㄴ인
치나니, 그러므로 주의 영은 너희에
게서물러나, 너희안에있을곳이없
으며, 악마가 너희를 다스릴 모든 권
능을 가짐이라. 이것이 악인의 마지

막상태니라.
36 또 이를 내가 아는 것은, 주께

서는 ㄱ거룩하지 않은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ㄴ의로운 자들의 마음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며, 의인들은
그의 나라에 앉아, 다시는 나가지 아
니할 것이요, 그들의 옷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희게 되리라고 또한 말
씀하신연고니라.

37 이에 이제 내 사랑하는 형제들
아, 나는 너희가 이러한 것을 기억하
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너희
구원을 ㄱ이루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더이상부인하지말며,

38 성신을 대적하여 더 이상 ㄱ다
투지말고, 도리어이를받고, 그리스
도의 ㄴ이름을받들고, 티끌에까지스
스로겸손하여, 어느곳에있든지, 영
과 진리로, 하나님을 ㄷ예배하고, 그
가 너희에게 내려주시는 많은 자비
와 축복을 매일 ㄹ감사드림으로 생활
하기를원하노라.

39 참으로 이뿐 아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내 형제들아
너희는 ㄱ깨어서쉬지말고기도하여,
악마의 ㄴ유혹에 이끌려 가지 않도록
하고, 그리하여 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고,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너희가 그의 예속된 자가 되지 않도
록 하라. 이는 보라, 그는 너희에게

33ㄱ 안내회개하다, 회개.
ㄴ 힐 13:38; 교성 45:2.
ㄷ 안내어둠, 영적; 사망,

영적.
ㄹ 요 9:4; 교성 45:17.

34ㄱ 앨 40:13~14.
35ㄱ 니후 28:19~23.

ㄴ 니후 9:9.
36ㄱ 모사 2:37; 앨 7:21; 

힐 4:24.
ㄴ 안내의로운, 의로움.

37ㄱ 빌 2:12.
38ㄱ 안내다툼.

ㄴ 모사 5:8; 앨 5:38.

ㄷ 안내예배.
ㄹ 시 69:30; 교성 59:7.

안내감사한, 감사,
감사드림.

39ㄱ 안내살펴보다, 파수꾼.
ㄴ 안내유혹하다, 유혹.



ㄷ좋은것으로상주지아니함이니라.
40 또이제내사랑하는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면하고자 하노니, 너
희는 ㄱ인내를 가지고, 온갖 고난을
참고, 너희의 심한 가난으로 인하여
너희를쫓아낸자들을 ㄴ욕하지말라.
너희가 그들과 같은 죄인이 될까 하
노라.

41 다만너희는인내를갖고, 언젠
가 너희의 모든 고난에서 놓여 쉬게
되리라는 굳은 소망으로, 그러한 고
난을참으라.

제 35 장

말씀의 전파가 조램인들의 간계를
무너뜨림－저들이돌이킨자들을추
방하매 이들이 여어숀 땅의 암몬 백
성과합류함－앨마가백성들의간악
함으로인하여슬퍼함. 주전74년경.

이제이렇게되었나니앰율레크가이
말을 마친 후, 그들이 무리에게서 물
러나여어숀땅으로넘어왔느니라.

2 참으로 또한 나머지 형제들도,
조램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한 후, 여
어숀땅으로넘어왔더라.

3 그리고이렇게되었나니조램인
들 가운데 보다 영향력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자기들에게전파된말씀에
관하여 함께 의논한 후, 말씀으로 인
하여 노하니, 이는 그 말씀이 저들의
ㄱ간계를 무너뜨림이라. 그러므로 저
들이 말씀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아니

하였느니라.
4 그리고 저들은 사람을 보내어

그 온 땅에서 모든 백성을 함께 모으
고, 그들과 더불어 전파된 말씀에 관
하여의논하였더라.

5 이제 그들의 통치자와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교사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저들의 원하는 바를 알게 하
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저들이
은밀히 모든 백성의 생각을 알아내
었더라.

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모든백성의생각을알아낸후, 앨마
와 그의 형제들이 한 말씀을 좋게 여
기는 자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니, 그
들의 수효가 많았고, 그들 역시 여어
숀땅으로넘어왔더라.

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와
그의 형제들이 그들에게 성역을 베
푸니라.

8 이제 조램인 백성들이 여어숀
땅에 있는 암몬 백성에게 노하였고,
조램인의 두령은 매우 간악한 자더
니, 그가 암몬 백성에게 사람을 보내
어 저들에게서 그들의 땅으로 넘어
온 자들을 다 그들의 땅에서 쫓아낼
것을그들에게요구하였더라.

9 또 저가 그들에게 대하여 많은
위협을 토하였으나, 암몬 백성들은
저들의 말을 겁내지 아니하였으므
로, 그들을쫓아내지아니하고, 자기
들에게로넘어온가난한조램인들을
모두 받아들여, 그들을 ㄱ양육하고,
입혔으며, 그들에게 땅을 주어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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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ㄷ 앨 30:60.
40ㄱ 안내인내.

ㄴ 교성 31:9.
35 3ㄱ 안내사제술.

9ㄱ 모사 4:26. 
안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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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업을 삼게 하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그들에게베풀어주니라.

10 이제 이 일이 조램인들을 선동
하여 암몬 백성에게 대하여 노하게
한지라, 저들이 레이맨인들과 섞이
며 그들도 암몬 백성에게 대하여 노
하게하기시작하니라.

11 이에 이리하여 조램인들과 레
이맨인들은 암몬 백성과 또한 니파
이인들을 칠 전쟁 준비를 하기 시작
하니라.

12 이에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십칠년이 끝났느
니라.

13 이에 암몬 백성은 여어숀 땅을
떠나, 밀렉 땅으로 넘어와서, 여어숀
땅에 니파이인들의 군대를 위해 자
리를 내주었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
금레이맨인들의군대와조램인들의
군대와 더불어 싸울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이리하여 판사 치세 제십팔
년에 레이맨인과 니파이인 간에 전
쟁이 시작되었으니, 그들의 전쟁에
관한ㄱ기사는이후에주어지리라.

14 또 앨마와 암몬과 그들의 형제
들과 또한 앨마의 두 아들은 하나님
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ㄱ많은 조램
인들을 회개로 인도한 후, 제이라헤
믈라 땅으로 돌아왔으며, 또 회개로
인도된 자들은 모두 저들의 땅에서
쫓겨났으나, 여어숀 땅에서 그들의
기업을 위한 땅을 가지며, 또 그들은
자기와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과 자

기의 땅을 지키기 위하여 무기를 들
었더라.

15 이제 앨마는 그의 백성의 죄악
으로 인하여, 참으로 전쟁과 유혈과
그들 가운데 있는 다툼으로 인하여
비통하게되었고, 또각성에있는모
든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러 갔었
은즉, 곧 말씀을 선포하도록 보냄을
받았으나,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굳
어지기 시작하는 것과 말씀의 엄격
함으로 인하여 ㄱ성을 내기 시작함을
보고, 그의마음은심히슬퍼졌더라.

16 그리하여 그는 의에 관한 것에
대하여 자기 아들들에게 각각 따로
그의 ㄱ지시를 주고자, 그들로 함께
모이게 하였나니, 그 자신의 기록대
로 그들에게 준 명령의 기사가 우리
에게있느니라.

앨마가 그의 아들 힐라맨에게 준
명령.

제36장과제37장에
수록되어있음.

제 36 장

앨마가 천사를 보고 나서 돌이킨 일
에대하여힐라맨에게증언함－그는
저주 받은 영혼의 고통을 당했음. 그
는예수의이름을부르고, 그런후하
나님으로부터 나게 되었음－감미로
운 기쁨이 그의 영혼을 채웠음－그

13ㄱ 앨 43:3.
14ㄱ 앨 35:6.
15ㄱ 안내배도.

16ㄱ 안내청지기, 
청지기 직분.



는 천사의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
는 것을 보았음－많은 돌이킨 자들
이 그가 맛보고 본 대로 맛보고 보았
음. 주전74년경.

내ㄱ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내가 네게 맹세하거니와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진대 네가 이
땅에서번성할것임이니라.

2 나는 네가 내가 행한 대로 행하
여, 우리 조상들이 사로잡혔던 것을
기억하기바라노니, 이는그들이 ㄱ속
박가운데있었고, 아브라함의 ㄴ하나
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그들을 건져 낼 수
없었음이라. 그러나 그가 정녕 그들
을그들의고난중에건지셨느니라.

3 또 이제 내 아들 힐라맨아, 보라
네가 네 젊음의 때에 있은즉, 그러므
로 내가 네게 구하노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내게서 배우라. 이는 내가 알거
니와누구든지하나님을신뢰하는자
는 그 ㄱ시련과 그 곤경과 그 고난 중
에 받들어 주심을 얻을 것이요, 마지
막날에ㄴ들리움을받을것임이니라.

4 또 나는 내가 내 스스로로 말미
암아 ㄱ안다고 네가 생각하기를 원하
지아니하노니－현세적인것으로말
미암음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말
미암고, ㄴ속된 생각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아는

것이니라.
5 이제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만일 내가 하나님에게서 ㄱ나지 아니
하였더라면 이러한 일들을 ㄴ알지 못
하였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의 거
룩한 천사의 입으로, 내게 이러한 일
들을 알게 하셨나니, 조금이라도 내
스스로의 ㄷ합당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아니니라.

6 이는내가모사이야의아들들과
함께다니며, 하나님의교회를 ㄱ무너
뜨리기를 꾀하였음이라. 그러나 보
라,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천사를
보내사 길에서 우리를 멈추게 하셨
느니라.

7 또 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한즉,
마치 우레 소리와도 같았나니, 우리
발아래온땅이ㄱ흔들렸고, 또우리가
땅에 엎드러졌나니, 이는 주에 대한
ㄴ두려움이우리에게임하였음이라.

8 그러나 보라, 그 소리가 내게 이
르기를, 일어나라한고로, 내가일어
나서서, 천사를쳐다보았느니라.

9 이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네가
스스로는 멸망당하기 원할지라도,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 무너뜨리기
를꾀하지말라하였느니라.

1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땅
에엎드러졌고, 내가내입을열지못
하고, 내 사지를 쓰지 못한 것이 ㄱ사
흘낮과사흘밤동안이었느니라.

378앨마서 36:1~10

36 1ㄱ 힐 5:9~14.
2ㄱ 모사 23:23; 24:17~21.
ㄴ 출 3:6; 앨 29:11.

3ㄱ 롬 8:28.
ㄴ 모사 23:21~22.

4ㄱ 고전 2:11; 앨 5:45~46.

안내지식.
ㄴ 안내육신에 속한.

5ㄱ 안내거듭난,
하나님에게서 난.

ㄴ 앨 26:21~22.
ㄷ 안내합당, 합당한.

6ㄱ 모사 27:10.
7ㄱ 모사 27:18.
ㄴ 안내두려움－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10ㄱ 모사 27:19~23.



379 앨마서 36:11~21

11 또천사가내게더말하였으되,
내 형제들은 들었으나, 나는 듣지 못
했나니, 이는내가－그말곧네가스
스로는 멸망당하기 원할지라도,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 무너뜨리기를
꾀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 혹
시 내가 멸망당하지나 않을까 하여
심히 큰 두려움과 놀라움에 사로잡
혀, 땅에엎드러져더이상듣지못하
였음이니라.

12 그러나내가 ㄱ영원한괴로움으
로 고통을 당하였나니, 이는 내 영혼
이 극심히 괴로움을 당하고 내 모든
죄로고통을당하였음이라.

13 참으로나는내모든죄와불의
를 기억하였노니, 이로 말미암아 내
가 지옥의 고통으로 ㄱ괴로움을 당하
였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가 내 하나
님을 거스려 반역하였음과 그의 거
룩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을
알게되었느니라.

14 그뿐 아니라 나는 그의 자녀를
많이 살해하였으며, 아니 그보다는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 내었으며,
그뿐 아니라 요컨대 나의 죄악이 심
히 컸으므로, 내 하나님의 면전에 나
아간다는 생각만으로도 내 영혼은
표현할 수 없는 공포로 괴로움을 당
하였느니라.

15 오 나의 ㄱ행위에 대하여 심판
받으러, 내 하나님의 면전에 이끌려
나가 서지 않도록, 내가 ㄴ추방되어,

영혼과 육신이 모두 없어질 수 있다
면하고내가생각하였느니라.

16 이에 이제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내가 실로 ㄱ저주받은 영혼의
고통으로괴로움을당하였느니라.

17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이같이 괴로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때, 내가내많은죄의기억으로
ㄱ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안, 보라 내
가 또한 나의 부친께서 하나님의 아
들,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세상
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려 오실 것
에 관하여 백성에게 예언하시는 것
을들은것을기억하였느니라.

18 이제내생각이여기에미치자,
내가 내 마음 속에서 부르짖기를, 하
나님의 아들, 예수여, ㄱ쓰디쓴 담즙
에 빠져 있고, 사망의 영원한 ㄴ사슬
에 둘러싸여 있는 나를 긍휼히 여기
시옵소서하였느니라.

19 그리고 이제 보라, 내가 이 생
각을 하였을 때, 내가 더 이상 내 고
통을 기억할 수 없었노니, 참으로 나
는 더 이상 내 죄의 기억으로 ㄱ괴로
움을당하지아니하였느니라.

20 그리고 오 어떠한 ㄱ기쁨과 어
떠한 기이한 빛을 내가 보았던고! 참
으로 내 영혼은 내 고통만큼이나 심
히큰기쁨으로가득찼느니라!

21 참으로내가네게이르노니, 내
아들아, 나의 고통같이 그처럼 격심
하고 그처럼 쓰디쓴 것은 있을 수 없

12ㄱ 교성 19:11~15.
13ㄱ 안내죄책감.
15ㄱ 앨 41:3; 교성 1:9~10.

ㄴ 계 6:15~17; 앨 12:14.

16ㄱ 안내정죄.
17ㄱ 고후 7:10.
18ㄱ 설명 극심한 후회.

ㄴ 니후 9:45; 28:22; 

앨 12:11; 
모세 7:26.

19ㄱ 안내죄책감.
20ㄱ 안내기쁨.



으리라. 그뿐 아니라 다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아들아, 한편으로 나의
기쁨같이그처럼훌륭하고감미로운
것은있을수없느니라.

22 참으로 나는 우리 조상 ㄱ리하
이가 본 것같이, 하나님께서 그 보좌
에 앉으사, 노래하며 그들의 하나님
을 찬양하는 태도의 무수한 무리의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계신 것을 보
았다고 생각하였나니, 참으로 내 영
혼은거기있기를사모하였더라.

23 그러나 보라, 내 사지가 도로
그 ㄱ힘을 얻으매, 내가 내 발로 서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ㄴ태어났음을 백
성들에게나타내보였느니라.

24 또한 그때로부터 참으로 지금
까지, 내가 쉬지 않고 수고해 온 것
은, 사람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며,
내가 맛본 심히 큰 기쁨을 그들도
ㄱ맛보게하며, 그들도역시하나님에
게서태어나, 성신으로 ㄴ충만하게되
게하고자함이라.

25 또한 이제 보라, 내 아들아, 주
께서는 내 수고의 결실로 심히 큰 기
쁨을내게주시나니,

26 이는 그가 내게 주신 ㄱ말씀으
로인하여, 보라, 많은자들이하나님
에게서 태어나, 내가 맛본 것같이 맛
보며, 내가본것같이눈과눈을마주
하여 보았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은
내가 아는 것같이, 내가 말한 이러한

일에 대하여 알고 있나니, 내가 가진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느
니라.

27 또 나는 지금까지 온갖 시험과
곤경하에서와, 또한 온갖 고난 중에
받들어 주심을 입었나니, 참으로 하
나님은 나를 옥에서와, 결박에서와,
사망에서 건지셨느니라. 또한 나는
이제도 그를 신뢰하노니, 그가 여전
히나를ㄱ건지시리라.

28 또나는그가마지막날에나를
ㄱ일으키사, ㄴ영광 중에 그와 함께 거
하게하실것을아노라. 또한내가영
원히 그를 찬양하리니, 이는 그가 애
굽에서 우리 조상들을 ㄷ인도해 내시
고, ㄹ애굽인들을 홍해에 삼키시고,
또 그의 권능으로 그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으며, 또한 시
시로 그들을 속박과 사로잡힘에서
건져내셨음이니라.

29 참으로 그뿐 아니라 그는 또한
우리 조상들을 예루살렘 땅에서 인
도해 내셨으며, 또한 그의 영원하신
권능으로써,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
시로 그들을 ㄱ속박과 사로잡힘에서
건져 내셨나니, 나는 그들이 사로잡
혔던 것을 항상 기억 속에 간직해 왔
느니라. 그러한즉 너희도 내가 한 것
같이, 그들의 사로잡혔던 것을 마땅
히기억속에간직할지니라.

30 그러나 보라, 내 아들아, 이것

380앨마서 36:22~30

22ㄱ 니전 1:8.
23ㄱ 모세 1:10.

ㄴ 앨 5:14. 
안내거듭난,
하나님에게서 난.

24ㄱ 니전 8:12; 모사 4:11.

ㄴ 니후 32:5; 
3니 9:20. 
안내성신.

26ㄱ 앨 31:5.
27ㄱ 시 34:17.
28ㄱ 3니 15:1.

ㄴ 안내영광.
ㄷ 출 12:51.
ㄹ 출 14:26~27.

29ㄱ 모사 24:17; 27:16; 
앨 5:5~6.



381 앨마서 37:1~8

이 모두가 아니니, 이는 ㄱ네가 하나
님의 계명을 지킬진대 이 땅에서 번
성할것임을, 내가아는것같이, 너도
알아야 할 것임이요, 또 네가 하나님
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진대 그의 면
전에서 끊어질 것임을 네가 또한 알
아야 할 것임이니라. 이제 이는 그의
말씀에따른것이니라.

제 37 장

놋쇠판과 다른 경전들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보전되었
음－야렛인들은 그들의 간악함으로
인하여 멸망당했음－그들의 은밀한
맹세와언약들을백성들에게알리지
말아야 함－네 행하는 모든 일을 주
와 의논하라－리아호나가 니파이인
들을 인도한 것같이, 그리스도의 말
씀은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함. 주
전74년경.

그리고이제 나의 아들 힐라맨아, 내
가 네게 명하노니 너는 내가 ㄱ맡아
온 ㄴ기록들을취하라.

2 그리고 내가 또 네게 명하노니
너는 니파이의 판에 내가 해 온 대로
이 백성에 대한 기록을 계속하고, 내
가 간수해 온 이 모든 것을, 내가 간
수해 온 것같이 거룩히 간수하라. 이
는이것이간수되는것이한 ㄱ현명한

목적을위해서임이라.
3 또이새긴것들을담고있고, 거

룩한 경전의 기록이 있으며, 태초로
부터의 우리 선조들의 족보가 실려
있는이 ㄱ놋쇠판은－

4 보라, 우리조상들이예언하기를
이것은 간수되어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달되어 내려갈 것이며, 또
모든나라와족속과방언과백성에게
나아가, 그들이그에실린ㄱ비밀에대
해알게될때까지, 주의손으로간수
되고보존될것이라하였느니라.

5 또이제보라, 이판이만일보존
된다고 하면 그 광채를 반드시 유지
해야할것이니, 과연그광채를유지
할 것이며, 참으로 또한 성스러운 기
록을 담고 있는 모든 판이 다 그러하
리라.

6 이제 너는 이것이 내 안에 있는
ㄱ어리석음이라 생각할지 모르나, 보
라내가네게이르노니 ㄴ작고단순한
일로 큰 일이 이루어지며, 많은 경우
에 작은 방편이 현명한 자를 부끄럽
게하느니라.

7 또 주 하나님께서는 그의 크고
영원한 목적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ㄱ방편으로 일하시나니, 주께서는 아
주 ㄴ작은방편으로현명한자를부끄
럽게 하시고 많은 영혼의 구원을 이
루시느니라.

8 또 이제 이러한 것이 보존됨은

30ㄱ 니후 1:9~11; 
앨 50:19~22.

37 1ㄱ 모사 28:20.
ㄴ 앨 45:2~8.

2ㄱ 이노 1:13~18; 
몰말 1:6~11; 

앨 37:9~12.
3ㄱ 니전 5:10~19. 

안내놋쇠판.
4ㄱ 안내하나님의 비밀.
6ㄱ 고전 2:14.
ㄴ 니전 16:28~29; 

교성 64:33; 123:15~17.
7ㄱ 사 55:8~9.
ㄴ 왕하 5:1~14.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였
나니, 이는 보라, 이러한 것이 이 백
성의 기억을 ㄱ넓혀 주었고, 또한 많
은 자들에게 그들의 길의 잘못을 깨
닫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영
혼의구원에이르게하였음이라.

9 참으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판에 있는 바, ㄱ이 기록이 담고 있는
이러한 것이 아니었다면, 암몬과 그
의 형제들이 그처럼 많은 수천의 레
이맨인들에게그들조상의그릇된전
통을 ㄴ깨닫게 할 수 없었을 것이라.
참으로이기록과저들의 ㄷ말이그들
을 회개로 인도하였나니, 곧 그들을
주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도하고, 그들의 구속주 예수 그리
스도안에서기뻐하게하였느니라.

10 그런즉 이것이 수천의 레이맨
인과 그뿐 아니라 또한 목이 뻣뻣한
수천의우리형제들, 곧죄와불의가
운데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는
니파이인들을, 그들의 구속주에 대
한 지식으로 인도할 방편이 될지 누
가아느냐?

11 이제이비밀이아직내게완전
히 알려지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
로내가삼가리라.

12 그리고 만일 내가 다만 이것이
한현명한목적을위하여보존되고있
으며, 그 목적은 하나님께 알려져 있

다고 말하면 그것으로 족하리니, 이
는 그가 그 지으신 모든 것을 지혜로
ㄱ다스리심이며, 그의길은곧고, 그의
진로는ㄴ하나의영원한원임이니라.

13 오 기억하라, 내 아들 힐라맨
아, 하나님의계명이얼마나 ㄱ엄격한
것인지 기억하라. 또 그가 말씀하시
되, ㄴ너희가 내 계명을 지킬진대 땅
에서 ㄷ번성하리라 하셨느니라－그
러나 너희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
니하면 너희는 그의 면전에서 끊어
지게되리라.

14 또이제내아들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네게 ㄱ맡기셨음을 기억하
라. 이는 ㄴ거룩한 것이요, 그가 거룩
히지켜오신것이며, 또한그가자기
안에있는한 ㄷ현명한목적을위하여
지키고 보전하실 것이니, 이는 장래
세대에게 그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
시고자하심이니라.

15 또 이제 보라, 내가 예언의 영
으로 네게 말하노니, 만일 네가 하나
님의계명을범하면, 보라, 거룩한이
것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네게서
빼앗아 가실 것이요, 너는 사탄에게
넘기우리니, 그가 너를 바람 앞의 겨
같이체질하리라.

16 그러나 만일 네가 하나님의 계
명을 지키고, 거룩한 이것들을 가지
고 행하기를 주께서 네게 명하시는
바대로하면, (이는네가이것들을가

382앨마서 37:9~16

8ㄱ 딤후 3:15~17; 
모사 1:3~5.

9ㄱ 모사 1:5.
ㄴ 앨 18:36; 22:12.
ㄷ 안내복음.

12ㄱ 니후 9:28; 

야곱 4:10.
ㄴ 니전 10:19; 

앨 7:20.
13ㄱ 니후 9:41.

ㄴ 앨 9:13; 
3니 5:22.

ㄷ 모사 1:7; 
앨 50:20.

14ㄱ 교성 3:5.
ㄴ 안내거룩한.
ㄷ 니전 9:3~6.



383 앨마서 37:17~25

지고 무엇을 하게 되든지 모든 일을
주께 간구해야 함이라) 보라, 땅이나
지옥의 능력이 이것들을 네게서 ㄱ빼
앗지 못하리니, 하나님은 권능이 크
시므로 그의 모든 말씀을 이루심이
니라.

17 이는 그가 너희에게 하실 그의
약속을 다 이루실 것임이니, 이는 그
가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그의 약속
을이루셨음이라.

18 이는 그가 장래 세대에게 그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고자, 자기 안
에 있는 한 현명한 목적을 위해 이것
들을 ㄱ보전하겠다고 그들에게 약속
하셨음이니라.

19 또 이제 보라, 한 가지 목적을
그가 이루셨으니, 그 결과 ㄱ수천의
레이맨인들이진리의지식에로회복
되었느니라. 또 그가 이것들로 그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셨으니, 그가 또
한 이것들로 ㄴ장래 세대에게 여전히
그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리라. 그
러므로이것들은보존될것이니라.

20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내 아들 힐라맨아, 너는 내 말을 다
이루기에 부지런할지며, 또 너는 기
록된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에부지런하라.

21 그리고 이제 내가 저 ㄱ스물넉
장의 판에 관하여 네게 말하리니, 너
는 그 판들을 간수하라. 그리하여 비
밀과어둠의일과그들의 ㄴ은밀한일

들 곧 멸망당한 저 백성의 은밀한 일
들이 이 백성에게 밝혀지게 하라. 참
으로 그들의 모든 살인과 강탈함과
그들의 약탈함과 그들의 모든 간악
함과 가증함이 이 백성에게 밝혀지
게 할지며, 또한 너는 이 ㄷ해석기들
을보전하라.

22 이는 보라, 주께서 그 백성이
암흑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한 것을,
참으로 은밀한 살인과 가증함을 행
하기 시작한 것을 보셨음이니, 그러
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아니하면그들은지면에서
멸망당하리라하셨느니라.

23 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종 게이젤렘에게, 어둠 속에서 빛으
로 비출 ㄱ돌 하나를 예비해 주어, 나
를 섬기는 내 백성에게 드러내되, 그
들에게 그 형제들의 행위, 곧 그들의
은밀한 일과 그들의 어둠의 일과 그
들의 간악함과 가증한 일들을 드러
내리라하셨느니라.

24 또 이제 내 아들아, 이 해석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비된 것이니라, 곧 그가 하
신말씀이니이르시되,

25 내가 그들의 은밀한 일과 그들
의 가증한 일들을 다 어둠에서 빛 가
운데로 ㄱ드러낼 것이며, 또 그들이
회개하지아니할진대그들을지면에
서 ㄴ멸망시킬 것이며, 또 그들의 은
밀함과 가증함을 이후에 이 땅을 소

16ㄱ 조역 1:59.
18ㄱ 교성 5:9.
19ㄱ 앨 23:5.

ㄴ 이노 1:13; 몰 7:8~10.

21ㄱ 이더 1:1~5.
ㄴ 안내비밀 결사.
ㄷ 안내우림과 둠밈.

23ㄱ 모사 8:13.

25ㄱ 교성 88:108~110.
ㄴ 모사 21:26.



유할 모든 국민에게 다 드러내리라
하셨느니라.

26 그리고이제내아들아, 우리가
알거니와그들은회개하지아니하였
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멸망당하였
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
어졌나니, 참으로 그들의 은밀한 가
증함이 어둠에서 드러나 우리에게
알려졌느니라.

27 또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너는 그들이 은밀한 가증
함으로 행한 그들의 맹세와 그들의
언약과 그들의 맹약을 모두 간직하
고또한그들의 ㄱ표적과그들의기사
를 모두 너는 이 백성에게 알리지 말
아서, 저들로이를알지못하게하라.
두렵건대 혹시라도 저들 역시 어둠
에떨어져멸망당할까하노라.

28 이는보라, 이온땅에 ㄱ저주가
있어, 저 모든 어둠의 일꾼들에게 하
나님의 권능을 좇아 멸망이 임할 것
임이니, 곧 그들이 온전히 무르익을
때에니라. 그러므로 나는 이 백성이
멸망당하지않기를바라노라.

29 그러므로너는그들의 ㄱ맹세와
그들의 언약의 이 은밀한 계획을 이
백성에게 알리지 말고, 다만 그들의
간악함과 그들의 살인과 그들의 가
증함만을 너는 저들에게 알릴지며,
또 너는 그 같은 간악함과 가증함과
살인을 극히 ㄴ꺼리도록 저들을 가르
칠지며, 또 너는 저들에게 이 백성들

이 자기들의 사악함과 가증한 일과
살인의 연고로 멸망당했음을 또한
가르칠지니라.

30 이는보라, 그들은그들의죄악
에 대하여 그들에게 선포하러 그들
가운데 왔던 주의 선지자들을 모두
살해하였고, 이에 그들이 살해한 선
지자들의 피가 그 살해자인 그들 위
에 복수가 임할 것을 주 저희 하나님
께 부르짖었으며, 그리하여 하나님
의 심판이 이 어둠과 비밀 결사의 일
꾼들위에임하였음이니라.

31 참으로그뿐아니라이땅은어
둠과 비밀 결사의 일꾼들에게는 영
원히 저주받은 바 될지니, 그들이 온
전히 무르익기 전에 회개하지 아니
할진대멸망당하기에이르리라.

32 또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네게
이른 말을 기억하라. 저 은밀한 계획
을 이 백성에게 맡기지 말고, 그들에
게죄와불의에대한영원한 ㄱ증오를
가르치라.

33 그들에게회개와, 주예수그리
스도를믿는신앙을 ㄱ전파하라. 그들
을가르쳐스스로겸손하게하고 ㄴ온
유하고 마음이 겸손하게 하라. 그들
을 가르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신앙으로, 악마의모든 ㄷ유혹
을이겨내게하라.

34 그들을 가르쳐 선한 일에 결코
지치지 말게 하고, 다만 온유하고 마
음이 겸손하게 하라. 이는 그러한 자

384앨마서 37:26~34

27ㄱ 힐 6:22.
28ㄱ 앨 45:16; 

이더 2:7~12.
29ㄱ 힐 6:25.

ㄴ 앨 13:12.
32ㄱ 니후 4:31.
33ㄱ 안내전파하다.

ㄴ 안내온유한, 온유.

ㄷ 안내유혹하다, 유혹.



385 앨마서 37:35~44

라야자기영혼에 ㄱ안식을찾을것임
이니라.

35 오 기억하라, 내 아들아, 그리
하여네가젊었을때에 ㄱ지혜를배우
라. 참으로 네가 젊었을 때에 하나님
계명지키기를배우라.

36 참으로 또한 하나님께 ㄱ부르짖
어 네 모든 도움을 구하라. 참으로 네
모든행위로주께드리는것이되게하
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주 안에서 행
하도록 하라. 참으로 네 모든 생각으
로 주를 향하게 하라. 참으로 네 마음
의사랑을영원히주께두도록하라.

37 너의 행하는 모든 일을 주와
ㄱ의논하라. 그리하면그가너를유익
하도록 지도하시리라. 참으로 네가
밤에누울때주께로누워, 그로네가
자는 동안 너를 지키시게 하고, 네가
아침에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께 드
리는 ㄴ감사로 네 마음이 가득 차게
하라. 이렇게 하면 마지막 날에 네가
들리움을받으리라.

38 그리고 이제 내 아들아, 우리
조상들이 공, 곧 지시기라 칭한 것－
즉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ㄱ리아호나
라 하였나니, 이는 해석한즉, 나침반
이요, 주께서 예비하셨던 것이라－
에 관하여 내가 얼마간 말할 것이 있
느니라.

39 보라, 그처럼신묘한솜씨로만
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또 보라, 그것은 우리 조상들에게 그

들이 광야에서 여행할 진로를 보여
주기위해예비되었더라.

40 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들
의 ㄱ신앙에 따라 그들을 위해 작동하
였나니, 그러므로그들에게하나님께
서그지침들로하여금그들이가야할
길을가리키게하실수있다는신앙이
있으면, 보라 그렇게 되었느니라. 그
리하여그들에게는날마다이기적과
또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다른많은기적들이있었더라.

41 그러할지라도그기적들이 ㄱ작
은방편으로이루어지는고로그것이
그들에게 기이한 일을 보였으며, 그
들이 게으르고 그들의 신앙과 부지
런함을 행할 것을 잊으매 그 기이한
일이 그치고, 그들은 그들의 여행에
서더나아가지못하였더라.

42 그리하여 그들은 광야에서 머
물렀으니, 곧 다시 말해 곧바른 진로
로 여행하지 못하였고, 그들의 범법
으로 인하여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고난을받았느니라.

43 또이제내아들아, 나는이러한
일들이그림자가없지아니함을네가
깨닫기 바라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
이 이 나침반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게을리 한즉 (이제 이러한 일은 현세
적인 것이라) 그들이 형통하지 못한
것같이, 영적인일도그러함이니라.

44 이는보라, 영원한행복에이르
는 곧바른 진로를 네게 가리켜 줄 그

34ㄱ 시 37:4~7; 
마 11:28~30.

35ㄱ 안내지혜.
36ㄱ 안내기도.

37ㄱ 야곱 4:10; 
교성 3:4.

ㄴ 교성 46:32.
38ㄱ 니전 16:10; 18:12; 

교성 17:1.
40ㄱ 니전 16:28.
41ㄱ 앨 37:6~7.



리스도의 ㄱ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은, 우리 조상들이 약속의 땅에 이
르는 곧바른 진로를 그들에게 가리
켜 준 나침반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
만큼이나쉬움이니라.

45 또 이제 내가 말하노니, 이 일
에예표가있지아니하냐? 이는이지
시기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그
진로를 따름으로써 약속된 땅에 이
르게 하였음같이, 정녕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그 진로를 따를진대,
이 슬픔의 골짜기 너머 훨씬 더 나은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 것
임이니라.

46 오 내 아들아, ㄱ길이 쉬움으로
인하여우리가 ㄴ게으르지말지니, 이
는우리조상들에게도그러하였음이
라. 이는 그들이 보면 ㄷ살도록 그렇
게 그들을 위해 예비되었음이니, 우
리에게도 그러하도다. 길은 예비되
어 있으니 우리가 볼진대 영원히 살
리로다.

47 또 이제 내 아들아, 주의하여
너는 이 거룩한 것들을 간수하라. 참
으로 주의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라. 이 백성에게 가서 말씀
을선포하라. 또진지하여라. 내아들
아, 잘있으라.

앨마가 그의 아들 시블론에게 준
명령.

제38 장에수록되어있음.

제 38 장

시블론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
음－구원은세상의생명이요빛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음－네 모든 격정
을굴레씌우라. 주전74년경.

내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내가 힐라맨에게 일렀던 것같
이 네게도 이름이니,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진대 네가 이 땅에서 번
성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진대 네가 하나님의 면
전에서끊어지게될것임이니라.

2 그리고 이제 내 아들아, 너의 굳
건함과 하나님께 대한 너의 충실함
으로 인하여, 내가 네게서 큰 기쁨을
얻을 줄로 믿노니, 이는 네가 젊었을
때 주 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같이, 참으로 그와 같이 네가 그의
계명지키기를 ㄱ계속할것을내가바
람이라. 이는 끝까지 ㄴ견디는 자가
복이있음이니라.

3 내 아들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는 ㄱ조램인 백성들 가운데서 보인
너의충실함과너의부지런함과너의
인내와 너의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
이미네게서큰기쁨을얻었느니라.

4 이는 네가 결박되어 있던 일을

386앨마서 37:45~38:4

44ㄱ 시 119:105; 
니전 11:25; 
힐 3:29~30.

46ㄱ 요 14:5~6; 
니후 9:41; 31:17~21;

교성 132:22, 25.
ㄴ 니전 17:40~41.
ㄷ 요 11:25; 

힐 8:15; 
3니 15:9.

38 2ㄱ 앨 63:1~2.
ㄴ 니후 31:15~20; 

3니 15:9; 27:6, 16~17.
3ㄱ 앨 31:7.



387 앨마서 38:5~13

내가 앎이요, 그뿐 아니라 네가 말씀
을위하여돌로맞은일또한내가앎
이라. 네가 또 이 모든 일을 ㄱ인내로
참았음은주께서너와 ㄴ함께하신연
고니, 이제 너는 주께서 너를 건지신
줄을아느니라.

5 또 이제 내 아들 시블론아, 나는
네가 하나님을 ㄱ신뢰하는 만큼 네가
네 시험과 네 ㄴ곤경과 네 고난에서
ㄷ건져 내심을 입을 것이요, 마지막
날에 네가 들리움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기억하기바라노라.

6 이제내아들아, 나는내가내스
스로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을 안다
고 네가 생각하기를 원하지 아니하
노니, 내게이러한일을알게하는것
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니라.
이는 만일 내가 하나님에게서 ㄱ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이러한 것을
알지못하였을것임이니라.

7 그러나 보라, 주께서는 그의 크
신자비가운데그의 ㄱ천사를보내사
내가그의백성가운데서 ㄴ멸망의일
을 멈추어야 할 것을 내게 선포하게
하셨나니, 과연 내가 한 천사를 대면
하여보았고, 그가나와말한즉, 그의
음성이 우레와 같았으며, 그 음성은
온땅을흔들었느니라.

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사
흘 낮과 사흘 밤을 지독히 쓴 영혼의
고통과고뇌속에있었고, 결코주예

수 그리스도께 부르짖어 자비를 구
할 때까지, 내가 내 죄 ㄱ사함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그
에게 부르짖었고 내 영혼에 평안을
찾았느니라.

9 또이제내아들아, 내가이를네
게 이른 것은 너로 지혜를 배우게 하
려 함이니, 너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ㄱ길이나 방편이 달리 없고, 다
만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스도를
통해서일 뿐임을 내게서 배우게 하
려함이니라. 보라, 그는세상의생명
이요 ㄴ빛이시니라. 보라, 그는 진리
와의의말씀이시니라.

10 또 이제 네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같이 나는 네가 가르치기
를 계속하기 바라노라. 또 나는 네가
범사에부지런하고절제하기를바라
노라.

11 주의하여 네가 자고함으로 교
만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 참으로 주
의하여 네 스스로의 지혜나, 네 많은
힘을 ㄱ자랑하지말라.

12 담대하되, 지나쳐위압하지말
고, 또한 주의하여 네 모든 격정을
굴레 씌워, 네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라. 주의하여 게으름을 삼
가라.

13 조램인들이 하듯 기도하지 말
라. 이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려고, 또 자기의 지혜를 칭찬받기

4ㄱ 안내인내.
ㄴ 롬 8:35~39.

5ㄱ 앨 36:27. 
안내신뢰.

ㄴ 교성 3:8; 121:7~8.
ㄷ 마 11:28~30.

6ㄱ 앨 36:26; 
교성 5:16. 
안내거듭난,
하나님에게서 난.

7ㄱ 모사 27:11~17.
ㄴ 앨 26:17~18; 36:6~11.

8ㄱ 안내죄 사함.
9ㄱ 힐 5:9.
ㄴ 모사 16:9.

11ㄱ 안내교만.



위하여기도함을네가보았음이니라.
14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우리 형

제들보다 ㄱ나음을 감사하나이다 라
고 말하지 말고, 도리어 주여 나의
ㄴ합당하지 못함을 용서하시옵고, 자
비하신 가운데 내 형제들을 기억하
시옵소서라고말하라－참으로하나
님 앞에서 너의 합당하지 못함을 늘
인정하라.

15 그리고 주께서 네 영혼에 복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너를 영접하사
그의나라에들이시고평안히앉게하
시기를비노라. 내아들아, 이제가라,
가서 이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진지하여라. 내아들아, 잘있으라.

앨마가 그의 아들 코리앤톤에게 준
명령.

제39 장에서제42 장까지
수록되어있음.

제 39 장

성적인죄는가증한것임－코리앤톤
의 죄가 조램인들로 하여금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였음－그리스도
의 구속은 소급력이 있어 그 이전에
있었던 충실한 자들을 구원함. 주전
74년경.

그리고이제 내 아들아, 네게는 내가
네 형에게 말한 것보다 말할 것이 얼

마간 더 있나니, 보라, 너는 네 형의
굳건함과그의충실함과하나님의계
명을 지킴에 있어 그가 부지런한 것
을보지아니하였느냐? 보라, 그가네
게좋은본을보이지아니하였느냐?

2 이는 네가 ㄱ조램인 백성 가운데
서네형이그러한것만큼내말에유
의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제 내가
네게 대하여 책망할 것이 이것이니,
너는 계속하여 나아가 네 힘과 네 지
혜를자랑하기에이르렀느니라.

3 또 이것이 모두가 아니라, 내 아
들아. 너는 나를 비통하게 하는 일을
하였나니, 이는 네가 네 직무를 저버
리고, ㄱ창녀 이사벨을 따라, 레이맨
인들의 경계 가운데 있는 시론 땅으
로건너갔음이니라.

4 참으로 그는 많은 자들의 마음
을 ㄱ빼앗았으나, 내 아들아, 그것이
네게 변명이 될 수 없었느니라. 너는
네게 맡겨진 직무에 전념하였어야
했느니라.

5 내 아들아, ㄱ이러한 일은 주가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라, 참으로 무
죄한 피를 흘리거나 성신을 부인하
는 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죄 중에 가
장 가증한 일인 줄을 네가 알지 못하
느냐?

6 이는 보라, 만일 네가 성신이 한
번 네 속에 거하실 곳을 가지신 후에
그를 ㄱ부인하고, 또 네가 그를 부인
하는줄을네가알고있다면, 보라이
는 ㄴ사하심을 얻지 못할 죄니라. 또

388앨마서 38:14~39:6

14ㄱ 앨 31:16.
ㄴ 눅 18:10~14.

39 2ㄱ 앨 38:3.

3ㄱ 안내육욕적인,
육욕적임.

4ㄱ 잠 7:6~27.

5ㄱ 안내성적 부도덕.
6ㄱ 교성 76:35~36.
ㄴ 안내용서받지 못할 죄.



389 앨마서 39:7~15

한 누구든지 하나님의 빛과 지식을
거스려살인하면, 그는쉽게 ㄷ사하심
을얻지못하나니, 내아들아, 참으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는 쉽게 사하
심을얻지못하느니라.

7 또이제내아들아, 나는네가그
처럼큰죄를 ㄱ범하지않았기를하나
님께 간구하노라. 네 유익을 위한 것
이 아니라면, 내가 네 범죄를 되새기
며, 네영혼을괴롭게하지아니할것
이라.

8 그러나 보라, 네가 하나님께는
네범죄를숨길수없나니, 네가회개
하지 않는 한 그것들이 마지막 날에
너를치는증거가되리라.

9 이제 내 아들아, 나는 네가 회개
하고 네 죄를 버리며, 더 이상 네 눈
의 ㄱ탐욕을 따라가지 말고, 도리어
이모든일에네스스로를 ㄴ부인하기
바라노라. 이는 네가 이렇게 하지 아
니할진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음이니라. 오 기
억하고, 이를짊어지며, 이모든일에
네스스로를부인하라.

10 또내가네게명하노니너는네
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네 형들과 의논
하기로하라. 이는보라네가젊고, 네
형들의 양육을 받을 필요가 있음이
니, 그들의권고에주의를기울이라.

11 네 스스로 헛되거나 어리석은
아무 일에도 이끌려 감을 용납하지

말라. 악마로 하여금 다시는 네 마음
을 이끌어 가서 저 간악한 창녀들을
따라가게 하지 말라. 보라, 내 아들
아, 네가 ㄱ조램인들에게 얼마나 큰
죄악을 끼쳤는지, 이는 그들이 너의
ㄴ처신을 보고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음이라.

12 또이제주의영이내게이르시
기를, 네 자녀들을 ㄱ명하여 선을 행
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두렵건
대 그들이 많은 백성의 마음을 멸망
으로 이끌어 갈까 하노라 하시나니,
그러므로 내 아들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네게 명하노니 너는
네죄악을삼가라.

13 네생각과능력과힘을다하여
주께로 돌이키라. 더 이상 백성의 마
음을 악을 행하도록 이끌어 가지 말
고, 그보다는 그들에게로 돌아가 네
잘못과 네가 행한 저 비행을 ㄱ시인
하라.

14 재물이나 이 세상의 헛된 것들
을 ㄱ구하지 말라. 이는 보라, 네가 그
것을가지고갈수없음이니라.

15 그리고 이제 내 아들아, 나는
네게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하여 얼
마간말하고자하노라. 보라, 내가네
게 이르노니, 세상의 죄를 제하시기
위하여 정녕 오실 이는 그이시니, 참
으로 그가 오시는 것은 자기 백성에
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려 하

6ㄷ 교성 64:10. 
안내용서하다.

7ㄱ 안내죄책감.
9ㄱ 안내육신에 속한.
ㄴ 3니 12:30.

11ㄱ 앨 35:2~14.

ㄴ 롬 2:21~23; 14:13; 
앨 4:11.

12ㄱ 안내하나님의 계명;
가르치다, 교사.

13ㄱ 모사 27:34~35.
14ㄱ 마 6:25~34; 

야곱 2:18~19; 
교성 6:6~7; 68:31~32.



심이니라.
16 또 이제 내 아들아, 이것이 네

가부름받은직무였나니, 곧이기쁜
소식을 이 백성에게 선포하여 그들
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었는즉,
곧 다시 말해서 구원이 그들에게 임
하도록 하며 그가 오실 때 말씀을 듣
도록 그들 ㄱ자녀들의 마음을 준비시
키게하는것이었느니라.

17 또이제내가이문제에관하여
어느 정도 네 마음을 편하게 해 주리
라. 보라, 이러한일이왜그처럼오래
전에알려져야하는지네가기이히여
기도다. 보라, 내가네게말하노니, 이
때의영혼이그가오실때의영혼만큼
이나하나님께귀하지아니하냐?

18 구속의 계획이 이 백성에게도
알려지는 것이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려지는것만큼이나필요하지아니
하냐?

19 주께서 이때에 그의 천사를 보
내사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선포
하게 하심이 우리 자손들에게나, 또
는 그가 오신 이후만큼이나 쉽지 아
니하냐?

제 40 장

그리스도께서는 만인의 부활을 가져
오심－의인은 죽어서 낙원으로 가고
악인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가서 그
들의부활의날을기다리게됨－부활

때는 모든 것이 그 적절하고도 완전
한구조로회복될것임. 주전74년경.

이제내아들아, 여기내가네게얼마
간더말하고자하는것이있으니, 이
는 네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마
음에 염려하고 있는 줄을 내가 알겠
음이라.

2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ㄱ그
리스도께서오실이후까지는부활이
없느니라－곧 다른 말로 내가 하고
자 하노니, 곧 이 죽어야 하는 것이
ㄴ죽지 아니함을 입지 못하며, 이 썩
어야하는것이썩지아니함을 ㄷ입지
못하느니라.

3 보라, 그가 죽은 자의 ㄱ부활을
가져오시느니라. 그러나 보라 내 아
들아 부활은 아직 아니니라. 이제 내
가 한 가지 비밀을 네게 밝혀 주거니
와, 그러할지라도 ㄴ알려지지않고있
는 ㄷ비밀이 많이 있어, 하나님 자신
외에는 아무도 이를 알지 못하느니
라. 그러나 내가 알고자 부지런히 하
나님께 여쭈었던 한 가지 일을 네게
보여주노니－이는부활에관해서이
니라.

4 보라, 모두가 죽은 자 가운데서
ㄱ나아올때가정해져있느니라. 이제
이때가 언제 오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때를
알고계시느니라.

5 이제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

390앨마서 39:16~40:5

16ㄱ 안내가족－부모의 책임.
40 2ㄱ 고전 15:20.

ㄴ 모사 16:10~13. 
안내불멸의, 불멸.

ㄷ 고전 15:53~54.
3ㄱ 안내부활.
ㄴ 교성 25:4; 124:41.
ㄷ 안내하나님의 비밀.

4ㄱ 요 5:28~29.



391 앨마서 40:6~14

서 나아올 때가 한 번 있든지, 또는
ㄱ두 번째가 있든지, 또는 세 번째가
있든지 문제가 되지 아니하나니, 이
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ㄴ알고 계
심이요, 나로서는 일이 이러함을－
곧 모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날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
로족함이라.

6 이제 죽음의 때와 부활의 때 사
이에필연공백이있으리라.

7 이에 이제 내가 묻고자 하노니
이 죽음의 때로부터 부활을 위해 정
해진 때까지 사람들의 ㄱ영혼은 어떻
게되느냐?

8 이제사람들이일어나도록정해
진때가한번이상있든지문제가되
지않나니, 이는모두가한번에죽지
아니함이요,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
나니, 모두가 하나님께는 하루와 같
고, 시간은 다만 사람에게 측정함이
되느니라.

9 그러므로사람들에게는죽은자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정해진 때가
있고, 죽음의 때와 부활 사이에는 공
백이 있느니라. 이제 이 시간의 공백
에 관하여, 사람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내가 알고자 부지
런히 주께 여쭈었던 것이요, 이것이
내가알고있는것이니라.

10 또모두가일어날때가이르면,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ㄱ때를 모두 알고 계신
줄을알게되리라.

11 이제 ㄱ죽음과 부활 사이의 영
혼의 상태에 관하여－보라, 이는 천
사에 의해 내게 알려졌나니, 모든 사
람의 영은 이 죽어야 하는 육신을 떠
남과 동시에, 참으로 모든 사람의 영
은 그들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들
에게생명을주신그하나님께로 ㄴ데
려감을입느니라.

12 또 그때 이렇게 되리니 의로운
자들의 영은 ㄱ낙원이라 일컫는 ㄴ행
복의상태, 곧 ㄷ안식의상태, ㄹ평화의
상태로 영접되어, 그 곳에서 그들의
모든 곤경과 모든 염려와 슬픔에서
놓여쉬게되리라.

13 또 그때 이렇게 되리니 악인들
의 영, 곧 악한 영들은－이는 보라,
그들은 주의 영을 조금도 지니지 못
하였음이니, 이는 보라, 그들이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을 택하였으므로,
악마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
의집을차지하였음이라－이에이들
은 바깥 ㄱ어둠으로 쫓겨날 것이라.
거기서 ㄴ울고통곡하며이를갊이있
으리니 이는 악마의 뜻에 사로잡혀
이끌린 바, 그들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함이니라.

14 이제 이것이 ㄱ악한 자들의 영
혼의 상태니, 곧 어둠 속에서 그들에
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불 같은 분

5ㄱ 모사 26:24~25; 
교성 43:18; 76:85.

ㄴ 안내하나님, 신회.
7ㄱ 앨 40:21; 교성 138. 

안내영혼.
10ㄱ 행 17:26.

11ㄱ 눅 16:22~26; 
벧전 3:18~19; 4:6; 
교성 76:71~74; 138.

ㄴ 전 12:7; 니후 9:38.
12ㄱ 안내낙원.

ㄴ 안내기쁨.

ㄷ 안내안식.
ㄹ 교성 45:46. 안내평화.

13ㄱ 안내지옥.
ㄴ 마 8:12; 모사 16:2.

14ㄱ 교성 138:20.



노를 기다리는 참담하고 ㄴ두려운 상
태라. 그리하여이들은이 ㄷ상태에서
낙원에 있는 의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부활의 때까지 머물러 있느
니라.

15 이제 부활 이전, 영혼의 이 행
복의 상태와 이 비참의 상태를 첫째
부활이라 이해한 자들이 더러 있느
니라. 참으로나는이미한말대로영
이나 영혼을 일으킴과 그들을 행복
이나 비참에 처하게 하는 그것을, 부
활이라 칭하여도 가한 줄로 인정하
노라.

16 또 보라 다시 일렀으되, ㄱ첫째
ㄴ부활, 곧 지금까지 있었거나, 지금
있거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
데에서부활하시기까지앞으로있을
모든자들의부활이있다하였으니,

17 이제 우리는 이같이 말하는 이
첫째 부활이 영혼의 부활과 이들이
행복이나 비참에 ㄱ처해지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이것
이 그 뜻하는 바라고 네가 생각할 수
없느니라.

18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
렇지 아니하니라. 도리어 그것은 아
담의 시대로부터 그리스도의 ㄱ부활
까지 있을 자들의 영혼이 육신과 재
결합함을뜻하는것이니라.

19 이제 앞서 말한 자들의 영혼과
육신이, 악인이나 의인이나 마찬가

지로, 모두 한 번에 재결합되는지 내
가 말하지 아니하노니, 그들이 모두
나아오는일이, 곧다른말로하면그
들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에죽는자들의부활보다 ㄱ먼저일어
난다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으로 족
할지니라.

20 이제 내 아들아, 나는 그들의
부활이그리스도의부활때에이른다
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를 내 의견으로 주노니, 의인
들의영혼과육신은그리스도의부활
과그의ㄱ승천때에재결합되느니라.

21 그러나 그것이 그의 부활 때인
지 그 이후인지 나는 말하지 아니하
노라. 그러나 이만큼 내가 말하노니,
곧 육신의 죽음과 부활의 사이에는
ㄱ공백이 있고, 영혼은 ㄴ행복하거나
ㄷ비참한 상태에 처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때, 곧죽은자들이나아와영
혼과 육신이 모두 재결합되어, 하나
님 앞에 ㄹ서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받게될때까지이르리라.

22 참으로 이것은 선지자들의 입
을 의탁하사 말씀하신 저 일들의 회
복을이루느니라.

23 ㄱ영혼은 ㄴ육신에게로 ㄷ회복되
겠고, 또 육신은 영혼에게로 회복될
것이라. 또한 각 사지와 관절이 그 몸
으로회복되리니, 참으로머리털하나
라도 잃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그 적

392앨마서 40:15~23

14ㄴ 야곱 6:13; 모세 7:1.
ㄷ 앨 34:34.

16ㄱ 야곱 4:11; 
모사 15:21~23.

ㄴ 안내부활.
17ㄱ 교성 76:17, 32, 50~51.

18ㄱ 마 27:52~53.
19ㄱ 모사 15:26.
20ㄱ 안내승천.
21ㄱ 눅 23:39~43.

ㄴ 안내낙원.
ㄷ 안내지옥.

ㄹ 앨 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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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영혼.
ㄴ 안내몸.
ㄷ 니후 9:12~13; 

앨 11:40~45.



393 앨마서 40:24~41:4

절하고도완전한구조로회복되리라.
24 또 이제 내 아들아, 이것이 선

지자들의 입을 의탁하사 ㄱ말씀하신
그회복이니－

25 그리고 그때 의인들은 하나님
의나라에서빛을발하리라.

26 그러나 보라, 악인에게는 참담
한 ㄱ죽음이 임하나니, 이는 그들이
의의 일에 관한 것에 대하여 죽음이
라. 이는 그들이 부정하며, ㄴ부정한
것은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음이라. 이에 그
들이쫓겨나, 그들의수고, 곧그들의
악하였던 행위의 열매를 취하도록
정해지나니, 그들이 쓴 잔의 찌꺼기
를마시게되느니라.

제 41 장

부활 때에 사람들은 끝없는 행복의
상태나 끝없는 비참의 상태로 나아
오게 됨－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
니었음－육에속한사람은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감－모든 사람은
이 생에서 얻은 특성과 속성을 회복
때에다시받게됨. 주전74년경.

그리고이제내아들아, 이미말한바
회복에 관하여 내가 얼마간 말할 것
이 있나니, 이는 보라, 어떤 이들이
경전을 ㄱ왜곡하여, 이일로말미암아

길에서멀리 ㄴ벗어났음이니라. 또네
마음도 이 일에 관하여 염려해온 줄
을내가알겠노라. 그러나보라, 내가
이일을네게설명하리라.

2 내 아들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회복의 계획은 하나님의 공의에 있
어 불가결한 것이니, 이는 만물이 그
적절한질서로회복됨이불가결함이
니라. 보라, 그리스도의 권능과 부활
을 좇아 사람의 영혼이 그 육신에게
로 회복되며, 육신의 각 ㄱ부분이 그
자체로회복되는것은불가결하고도
공의로운일이니라.

3 또 사람들이 그 ㄱ행위대로 ㄴ심
판받게 되는 것과 만일 이 생에서 그
행위가 선하였고, 그 마음의 원하는
바가 선하였으면, 그들 역시 마지막
날에선한것으로 ㄷ회복되는것도하
나님의 ㄹ공의에 있어 불가결한 것이
니라.

4 또 만일 그 행위가 악하면 그것
이그들에게악으로 ㄱ회복될것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 적절한 질서로
회복되며, 모든 것이 그 본래의 구조
로 회복되어－ㄴ죽어야 하는 것이 일
으킴을 받아 죽지 아니하는 것으로,
ㄷ썩어야하는것이썩지아니하는것
으로－일으킴을 받아 ㄹ끝없는 행복
에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
로 받거나, 아니면 끝없는 비참에 이
르러 악마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리

24ㄱ 사 26:19.
26ㄱ 니전 15:33; 앨 12:16.

ㄴ 앨 11:37.
41 1ㄱ 벧후 1:20; 3:16; 

앨 13:20.
ㄴ 안내배도.

2ㄱ 앨 40:23.
3ㄱ 안내행위.
ㄴ 안내책임지다, 책임질

수 있는, 책임질 수
있음; 심판하다, 심판.

ㄷ 힐 14:31.

ㄹ 안내공의.
4ㄱ 앨 42:28.
ㄴ 니후 9:12~13; 

교성 138:17. 안내부활.
ㄷ 고전 15:51~55.
ㄹ 안내영생.



니, 하나는 이편이요 다른 하나는 저
편이라－

5 하나는 일으킴을 받아 행복의
소원대로 행복, 곧 그 선의 소원대로
선에이르고, 다른하나는그악의소
원대로 악에 이르나니, 이는 저가 온
종일 악을 행하기 원한 것같이, 바로
그와같이밤이올때자기의보응곧
악의보응을받을것임이니라.

6 또 다른 한편으로도 역시 그러
하니, 만일 그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
고 그의 생애의 끝까지 의를 원했으
면, 보상을받아의에이를것이니라.

7 ㄱ이들은 주로 인해 구속받는 자
들이요, 참으로 이들이 저 끝없는 흑
암의 밤에서 빼내심을 입고 건지심
을 받는 자들이라. 그리하여 그들은
섰거나 아니면 넘어지나니, 이는 보
라, 선을 행하고자 하든지 아니면 악
을 행하고자 하든지 간에, 그들은 자
기 ㄴ스스로의재판관임이니라.

8 이제 하나님의 법령은 ㄱ변경할
수 없는 것인즉, 그러므로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그리로 행하여 구원받
을수있도록길이예비되었느니라.

9 또 이제 보라, 내 아들아, 네가
죄를 범하고자 이제까지 그러한 위
험을 범하여 왔거니와, ㄱ한 번 더 교
리의 그 점들에 있어 네 하나님을 거
스려범법하는위험을범하지말라.

10 회복에 관하여 말하였음으로

인하여, 네가 죄에서 행복으로 회복
될것이라생각하지말라.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ㄱ간악함은 결코 행복
이아니었느니라.

11 또이제내아들아, ㄱ자연의상
태, 곧 내가 이렇게 말하리니, ㄴ속된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은 쓰디쓴 담
즙에 빠져 있고 불의에 매인 바 되어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
이 ㄷ없는 자요, 또 하나님의 본성과
상반되게 나아갔나니, 그러므로 그
들이 행복의 본질과 상반되는 상태
에있느니라.

12 또 이제 보라, 회복이란 말의
의미가, 자연스런 상태의 것을 취하
여 그것을 부자연스런 상태에 두는,
곧 그것을 그 본성과 반대되는 상태
에두는것이냐?

13 오내아들아, 그렇지아니하니
라. 회복이란 말의 의미는 악에 대해
서는 악을, 육신에 속한 것에 대해서
는 육신에 속한 것을, 악마적인 것에
대해서는악마적인것을－선한것에
대해서는 선을, 의로운 것에 대해서
는 의를, 공의로운 것에 대해서는 공
의를, 자비로운 것에 대해서는 자비
를다시되돌리는것이니라.

14 그러므로내아들아, 너는주의
하여네형제들에게자비로우라. ㄱ공
정히행하며, 의롭게ㄴ판단하며, 계속
하여 ㄷ선을 행하라. 만일 네가 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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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일을 행하면 그러면 네 보상을 받
게되리라. 참으로ㄹ자비가다시네게
로 회복될 것이요, 공의가 다시 네게
로 회복될 것이며, 의로운 판단이 다
시네게로회복될것이요, 또선이다
시네게보상으로돌아오게되리라.

15 이는 네가 내보내는 것이 다시
네게로 돌아와 회복될 것임이니, 그
러므로 회복이란 말은 죄인을 더욱
온전히 정죄하고, 전혀 그를 의롭다
하지아니하느니라.

제 42 장

필멸의 생은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기 위
한 시험의 시간임－타락은 온 인류
에게 현세적 및 영적인 사망을 가져
왔음－구속은회개를통하여옴－하
나님께서 친히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심－자비는 회개하는 자들을
위한 것임－다른 자들은 모두 하나
님의 공의 아래 놓이게 됨－자비는
속죄로말미암아옴－진실로뉘우치
는자만이구원받음. 주전74년경.

또 이제 내 아들아, 네가 이해할 수
없는 바, 네 마음으로 염려하게 하는
것이 얼마간 더 있는 줄을 내가 아노
니, 곧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ㄱ공의에 관한 것이라. 이는 죄인을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하시는 것이

공의가 아니라고 네가 생각하려 애
씀이니라.

2 이제 보라, 내 아들아, 내가 이
일을네게설명하리라. 이는보라,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조를 ㄱ에덴
동산에서 ㄴ내보내사 그들이 취하심
을 입은 땅을 갈게 하셨음이니－참
으로 그는 그 사람을 이끌어 내시고,
에덴의동산동쪽끝에 ㄷ그룹들과두
루 도는 화염검을 두사 ㄹ생명나무를
지키게하셨느니라－

3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던 것을
알고 있나니, 그가 그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여 영원히
살까 하여, 주 하나님께서는 그룹들
과화염검을두사, 그로그열매를취
하지못하게하셨느니라－

4 또 이리하여 우리는 사람에게
회개할 시간이 주어졌음을 알게 되
나니, 참으로 ㄱ시험의 시간이요, 회
개하고하나님을섬길시간이라.

5 이는 보라, 만일 아담이 즉시로
그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였더라면, 그는하나님의말씀대
로 영원히 살아 회개할 기간을 갖지
못하였을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
씀 역시 무효하게 되어 위대한 구원
의계획이좌절되었을것임이니라.

6 그러나보라, 사람은 ㄱ죽기로정
해졌고－그러므로 그들은 생명나무
로부터끊어졌던것같이지면으로부

14ㄹ 안내자비로운, 자비.
42 1ㄱ 니후 26:7; 

모사 15:26~27. 
안내공의.

2ㄱ 안내에덴.
ㄴ 창 3:23~24; 

모세 4:28~31.
ㄷ 안내그룹.

ㄹ 창 2:9.
4ㄱ 앨 34:32~33.
6ㄱ 안내사망, 육체적.



터끊어져야하느니라－이에사람은
영원히 잃은 바 되었나니, 참으로 그
들은ㄴ타락한사람이되었느니라.

7 또 이제 이로써 너는 우리의 시
조가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주의
면전에서 ㄱ끊어졌음을알게되며, 또
이리하여 우리는 그들이 자기 자신
의 ㄴ뜻을좇아복종하는자가되었음
을알게되느니라.

8 이제 보라, 사람이 이 현세적 사
망에서 구제되는 것이 합당하지 아
니하였나니, 이는 그렇게 함이 위대
한행복의ㄱ계획을깨뜨리겠음이라.

9 그러므로 영혼이 결코 죽을 수
없고, ㄱ타락이모든인류에게현세적
사망과 함께 영적 사망을 가져왔으
므로, 이 말인즉 그들이 주의 면전에
서 끊어졌으므로, 인류가 이 영적 사
망에서구제될필요가있었느니라.

10 그러므로 그들이 ㄱ본성적으로
ㄴ육신에 속하며 육욕적이며 악마와
같이되었던지라, 이 ㄷ시험의상태는
그들에게 있어 준비를 위한 상태가
되었나니, 곧 예비적 상태가 되었느
니라.

11 이제 내 아들아, 기억하라. 만
일구속의계획이없다면, (이를버린
다면) 그들이 죽자마자 그들의 영혼
은 주의 면전에서 끊어져 ㄱ비참하게

되리라.
12 또 이제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자초한 바, 이 타
락한 상태에서 사람들을 구제할 방
편이없었나니,

13 그러므로 공의를 좇아 이 시험
의 상태, 참으로 이 예비적 상태에서
사람들이 ㄱ회개하는 조건 위에서가
아니고는 ㄴ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었나니, 이는 이러한 조건이 아
니고는 공의의 일을 폐함이 없이 자
비가 효력을 가질 수 없었음이니라.
이제 공의의 일은 폐하여질 수 없으
리니,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은 하나
님이시기를ㄷ그치시리라.

14 또 이리하여 우리는 모든 인류
가 ㄱ타락하였고, 그들이 공의, 곧 하
나님의 ㄴ공의에 붙잡여 있었음을 알
게 되나니,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을
영원히 그의 면전에서 끊어지게 하
였느니라.

15 이에 이제 속죄가 행하여지지
않고서는 자비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없었던지라, 그러므로 ㄱ자비의계
획을이루시기위하여, ㄴ공의의요구
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
히 세상의 죄를 위하여 ㄷ속죄하시나
니, 이는하나님이 ㄹ완전하신공의로
우신 하나님이시자, 또한 자비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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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나님이시고자함이라.
16 이제 영혼의 생명과도 같이

ㄱ영원한 형벌이 없이는 사람들에게
회개가 임할 수 없었나니, 이 형벌은
역시 영혼의 생명같이, 영원한 행복
의 계획에 대한 반대로써 부가된 것
이니라.

17 이제 사람이 ㄱ죄 짓지 않고 어
찌 회개할 수 있겠느냐? 만일 ㄴ율법
이 없다면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겠느
냐? 형벌이없이어찌율법이있을수
있겠느냐?

18 이제 형벌이 부가되었고, 사람
에게 ㄱ양심의 가책을 가져오는 공의
로운율법이주어졌느니라.

19 이제 만일 율법이 주어지지 않
았다면－만일 사람이 ㄱ살인하였으
면 그는 죽을 것이니라－그가 살인
하면죽을까두려워하겠느냐?

20 그리고 또한 만일 죄를 금하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사람들
은 범죄 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
리라.

21 또만일ㄱ율법이주어지지않았
고, 만일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면 공
의나 자비가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이는공의나자비가피조물에대하여
아무권한도갖지못할것임이라.

22 그러나율법이주어져있고, 형
벌이 부가되었으며, ㄱ회개가 주어졌

나니, 이 회개를 자비가 주장하는 것
이라. 그렇지 아니하면 공의가 피조
물을 주장하며 율법을 집행하나니,
율법은 형벌을 가하느니라. 만일 그
렇지 아니하면 공의의 일은 폐하여
질 것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를그치시리라.

23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
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나니, ㄱ자비는
뉘우치는자를주장하며, 자비는 ㄴ속
죄로 말미암아 오느니라. 또 속죄는
죽은 자의 ㄷ부활을 가져오며, 죽은
자의 부활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면
전으로 ㄹ다시데려가나니, 이같이그
들이 그의 면전으로 회복되어, 그들
의행위대로율법과공의에따라 ㅁ심
판받게되느니라.

24 이는 보라, 공의는 그 모든 요
구를 행사하며, 자비 또한 그 스스로
의 것을 다 주장함이니, 이리하여 오
직 진실로 뉘우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느니라.

25 무엇으로너는자비가 ㄱ공의를
앗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아니라. 조금도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
은하나님이시기를그치시리라.

26 또 이리하여 하나님은 세상의
기초가놓인 ㄱ때로부터예비된, 그의
크고도 영원한 ㄴ목적을 이루시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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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하여 사람들의 구원과 구속과
또한 그들의 멸망과 비참이 이루어
지느니라.

27 그러므로 내 아들아, ㄱ누구든
지 오고자 하는 자는 와서 생명의 물
을 마음껏 마실 수 있으며, 누구든지
오고자 아니하는 자는 오도록 강제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자기의 ㄴ행위대로 자기에게
ㄷ회복되리라.

28 가령 누가 ㄱ악을 행하기 원하
고, 그 생애에 회개하지 아니하였으
면, 보라, 하나님의회복을좇아악이
저에게이루어질것이니라.

29 그리고 이제 내 아들아, 나는
네가 더 이상 이러한 일로 괴로워하
지 않기를 바라며, 다만 너를 회개로
이끌어 내릴 그 괴로움으로, 네가 죄
를괴로워하기바라노라.

30 오 내 아들아, 나는 네가 더 이
상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지 않기
바라노라.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함
으로써, 네 죄로 인하여 지극히 작은
점에라도 네 스스로를 변명하려 하
지말라. 다만하나님의공의와, 그의
자비와, 그의 오래 참으심이 네 마음
을 온전히 다스리게 하고, 또 이로써
네가 티끌에까지 내려서 ㄱ겸손하게
되도록하라.

31 또 이제 내 아들아, 너는 이 백
성에게말씀을전파하도록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제 내 아들아,
네 길을 가서 진리와 진지함으로 말

씀을 선포하여, 사람들을 회개로 인
도하고, 위대한 자비의 계획이 그들
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네게 허락하
시기를바라노라. 아멘.

제 43 장

앨마와 그의 아들들이 말씀을 전파
함－조램인들과다른니파이인이반
자들이 레이맨인이 됨－레이맨인들
이 전쟁을 일으켜 니파이인들을 치
러 옴－모로나이가 방호 갑주로 니
파이인들을 무장시킴－주께서 앨마
에게 레이맨인들의 전략을 알려 주
심－니파이인들은그들의가정과자
유와가족과종교를수호함－모로나
이와리하이의군대가레이맨인들을
포위함. 주전74년경.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의
아들들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백성 가운데로 나아갔고, 앨마 자신
도쉴수없어역시나아갔더라.

2 이제 우리는 예언과 계시의 영
을 좇아 말씀과 진리를 전파한 것 외
에, 그들의 전도에 관하여는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그들이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ㄱ거룩한 반
차를좇아가르쳤더라.

3 그리고 이제 나는 판사 치세 제
십팔년에, 니파이인과 레이맨인 사
이에 있었던 전쟁의 기사로 돌아가

398앨마서 42:27~43:3

27ㄱ 앨 5:34; 힐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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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ㄱ 앨 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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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라.
4 이는 보라, 이렇게 되었음이니

ㄱ조램인들이 레이맨인이 되었더라.
그리하여 제십팔년 초에 니파이인
백성들이레이맨인들이자기들을공
격하러 옴을 알았고, 그리하여 그들
이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였으니, 참
으로 그들은 여어숀 땅에 그 군대를
함께모았더라.

5 그리고이렇게되었나니레이맨
인들이 저들의 천천과 더불어 오되,
저들이 조램인들의 땅인 앤티오눔
땅으로 들어왔고, 제래헴나라 이름
하는자가저들의지휘관이더라.

6 그리고 이제 아맬레카이인들은
본시자체적으로레이맨인들보다더
욱 간악하고 잔인한 성향을 지니고
있었던지라, 그러므로 제래헴나가
레이맨인들위에총대장들을임명하
매 그들이 다 아맬레카이인과 조램
인들이었더라.

7 이제 이렇게 그가 한 것은 니파
이인들에 대한 저들의 증오심을 유
지함으로써, 저들을 복종시켜 자기
의의도를이루고자함이었더라.

8 이는 보라, 그의 의도는 레이맨
인들을충동하여니파이인들에게대
하여 노하게 하는 것이었음이라. 이
렇게그가한것은그들위에큰권력
을 잡고자 함이요, 또한 니파이인들
을 속박하여 그들을 다스릴 권력을
얻으려함이었더라.

9 그러나이제니파이인들의의도

는 그들의 땅과 그들의 집과 그들의
ㄱ아내와 그들의 자녀를 지키려는 것
이었으니,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원수의 손으로부터 그들을 보전하
고, 또한 그들의 권리와 그들의 특권
과참으로또한그들의 ㄴ자유를유지
함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
님을예배하고자함이더라.

10 이는 만일 그들이 레이맨인들
의수중에들게되면, 무릇ㄱ영과진리
로 하나님, 곧 참되시고 살아 계신 하
나님을ㄴ예배하는자들을레이맨인들
이다멸할줄그들이알았음이라.

11 참으로 그뿐 아니라 그들은 레
이맨인들이 그들의 ㄱ형제, 곧 암몬
백성이라 하는 앤타이-니파이-리하
이 백성에 대하여 가진 극심한 증오
를 알고 있었나니－그러나 이들은
무기를 들려 하지 않았더라, 참으로
이들은 성약을 맺었었고 이를 깨뜨
리고자 하지 아니하였더라－그러므
로 만일 그들이 레이맨인들의 손에
빠지면멸망될것이라.

12 그러나 니파이인들은 그들이
멸망당하도록버려두기를원하지아
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그들의 기
업을위한땅을주었더라.

13 이에 암몬 백성은 자기들의 재
물의큰분량을니파이인들에게주어
그들의 군대를 지원하였더라. 이리
하여 니파이인들은 홀로 레이맨인들
을 대항하여 싸우지 않을 수 없게 되
었으니, 그들은 레이맨과 레뮤엘과

4ㄱ 앨 35:2~14; 52:33.
9ㄱ 앨 44:5; 46:12.
ㄴ 안내해방.

10ㄱ 요 4:23~24.
ㄴ 안내예배.

11ㄱ 앨 24:1~3, 5, 20; 

25:1, 13; 
27:2, 21~26.



이스마엘의 아들들과 무릇 니파이인
들에게서 떨어져 나간 모든 자들, 곧
아맬레카이인과 조램인 그리고 노아
의제사들의ㄱ후손들의합이라.

14 이제 그 후손들은 수효가 거의
니파이인들과 같았나니, 이리하여
니파이인들은 어찌할 수 없이 자기
형제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
으면안되게되었더라.

1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
인들의 군대가 앤티오눔 땅에 함께
모이매, 보라, 니파이인들의 군대는
여어숀 땅에서 그들을 맞을 준비를
갖추었더라.

16 이제 니파이인들의 지휘관, 곧
니파이인들위에총대장으로임명된
사람은－이제 총대장이 니파이인들
의 모든 군대를 지휘하였나니－그
이름이모로나이였더라.

17 또 모로나이는 모든 지휘권과
그들의 전쟁 통수권을 맡았나니, 그
가 니파이인들의 군대 위에 총대장
으로 임명되었을 때 나이 불과 이십
오세이었더라.

18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여어
숀의 경계에서 레이맨인들을 만나
매, 그의 백성들은 칼과 신월도와 온
갖전쟁무기로무장하였더라.

19 또 레이맨인의 군대는 니파이
백성들, 아니 모로나이가 자기 백성
을 가슴판과 팔 보호대와 참으로 또
한 그들의 머리를 보호할 투구로 준
비시킨 것과 또 그들이 두꺼운 옷으
로옷입은것을보고는－

20 이제 제래헴나의 군대는 그 같
은 어떠한 것으로도 준비를 갖추지
아니하였나니, 저들은 다만 저들의
칼과 저들의 신월도, 저들의 활과 저
들의 화살, 저들의 돌과 저들의 물매
만가졌고, 저들허리에두른가죽외
에는 ㄱ벌거벗었더라. 참으로 조램인
과 아맬레카이인 외에는 모두가 벌
거벗었으며,

21 가슴판이나 방패로 무장하지
못하였더라－그리하여 저들은 저들
의 수효가 니파이인들보다 훨씬 많
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갑주를 보
고 니파이인들의 군대를 심히 두려
워하였더라.

22 보라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저
들이 여어숀의 경계에서 감히 니파
이인들을 공격하려 아니하였고, 그
리하여 저들이 맨타이 땅에 들어와
서 그 땅을 점령하고자 하여, 앤티오
눔 땅에서 떠나 광야로 들어가서 멀
리 시돈 강의 발원지를 지나 광야를
둘러 여행하였으니, 이는 저들이 어
디로 갔는지 모로나이의 군대가 알
것이라고생각하지아니하였음이라.

23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
이 광야로 떠남과 동시에 모로나이
가 정탐을 광야로 보내어 저들의 진
을 살피게 하였고, 모로나이는 또한
앨마의 예언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지라, 사람몇을그에게로보내어, 니
파이인들의 군대가 ㄱ어디로 가서 레
이맨인들을대적하여스스로를방어
해야 할지 주께 물어 줄 것을 그에게

400앨마서 43: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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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였더라.
2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의 말

씀이 앨마에게 임하매, 앨마가 모로
나이의 사자들에게, 레이맨인들의
군대가 광야를 둘러 행군하고 있으
며, 이는 저들이 맨타이 땅으로 건너
가서, 백성의 더 약한 부분에 공격을
시작하려 함임을 알려 주매, 그 사자
들이 가서 그 말을 모로나이에게 전
하였느니라.

25 이제 모로나이가, 혹 어떻게라
도 레이맨인들의 일부가 여어숀 땅
에 들어와서 성을 점령할까 하여, 자
기 군대의 일부를 그 땅에 남겨 두고
자기의 나머지 군대를 거느리고 맨
타이땅으로행군하여가더라.

26 또그는그지역의백성들로하
여금 함께 모여 레이맨인을 대적하
여 싸워, 그들의 땅과 그들의 나라,
그들의 권리와 그들의 자유를 ㄱ수호
하게 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레이
맨인들의 오는 때를 대비하여 준비
가갖추어졌더라.

27 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
가 자기 군대로 하여금, 광야의 시돈
강 서편 시돈 강 둑에 가까운 골짜기
에숨게하였더라.

28 또 모로나이는 레이맨인들의
진이 언제 오는지를 알고자 사방에
정탐들을두었더라.

29 또 이제 모로나이는 레이맨인
들의의도를, 곧저들의의도가그형
제들을 멸하거나, 혹은 속박하여 온
땅 위에 자신들을 위한 왕국을 세우

려는것인줄을알고있었고,
30 그리고 또한 니파이인들의 유

일한소망은그들의땅과그들의 ㄱ자
유와 그들의 교회를 보존하는 것임
을 알았던지라, 계책으로 그들을 방
어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
였더라.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정탐
들로 레이맨인들이 택할 진로를 알
아내었더라.

31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군대를
나누어 한 편을 골짜기로 인도하여,
그들을 리플라 언덕 동편과 남편에
매복시켰더라.

32 그리고 나머지는 시돈 강 서쪽
에 있는 서편 골짜기에, 그리하여 맨
타이 땅의 경계로 내려가는 곳에 매
복시켰더라.

33 그리고 이같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군대를배치하고나서, 모로나
이는그들을맞을준비가되었더라.

3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
인들이, 모로나이의 군대의 일부가
매복해 있는 언덕 북편으로 올라왔
더라.

35 그리고 레이맨인들이 리플라
언덕을 지나, 계곡으로 들어와, 시돈
강을 건너기 시작하였을 때, 언덕 남
편에 매복해 있던 군대는, 그 이름이
ㄱ리하이라 하는 자에 의해 이끌렸는
데, 그가 그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동편레이맨인들의후미에서저들을
에워쌌느니라.

3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
인들이 저들의 후미에서 저들을 공

26ㄱ 교성 134:11. 30ㄱ 앨 46:12, 35. 35ㄱ 앨 49:16.



격하는 니파이인들을 보고, 몸을 돌
이켜 리하이의 군대와 싸우기 시작
하였더라.

37 그리고 죽음의 일이 양쪽에서
시작되었으나, 레이맨인들 편에 더
욱 가공하였나니, 이는 니파이인들
이 그들의 칼과 그들의 신월도로 가
하는강한가격에저들의 ㄱ벗은몸이
그대로 노출되어, 거의 매번 칠 때마
다죽음이초래되었음이라.

38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니파이
인들은 그들의 ㄱ가슴판과 그들의 팔
보호대와 그들의 투구에 의해 신체
의 급소들에서 보호되고 있었으니,
곧 신체의 급소들이 레이맨인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되고 있었던지라,
니파이인들 중에서는 그들의 칼과
피를 잃음으로 인해 간혹 한 사람이
쓰러졌더라. 그리하여니파이인들이
레이맨인들 가운데서 죽음의 일을
수행하더라.

3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
인들이 저들 가운데 초래되는 큰 멸
망을 보고 놀라더니, 이윽고 시돈 강
을향하여도망하기시작하였더라.

40 그리고 저들은 리하이와 그의
병사들의 추격을 받고, 리하이에게
쫓겨 시돈 물로 들어가서는 시돈 물
을 건넜더라. 이에 리하이가 자기 군
대를 시돈 강 둑에 머무르고 건너지
못하게하였느니라.

41 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
와 그의 군대가 시돈 강 저편 계곡에

서 레이맨인들을 맞아, 저들을 급습
하여도륙하기시작하였더라.

42 이에 레이맨인들이 다시 그들
앞에서 맨타이 땅을 향하여 도망하
였으나, 다시 모로나이의 군대와 만
나게되었더라.

43 이제 이러한 처지에서 레이맨
인들이 실로 맹렬히 싸웠나니, 사람
들이 알기로 레이맨인들이 그처럼
심히 큰 힘과 용기를 가지고 싸운 적
이 결코 없었느니라. 과연 처음부터
도없었느니라.

44 또 저들은 저들의 총대장이요
지휘관인 ㄱ조램인과 아맬레카이인
들에게, 또저들의총대장, 곧저들의
총지휘관이요 사령관인 제래헴나에
게 고무되어 참으로 용처럼 싸운지
라, 많은 니파이인이 저들의 손에 죽
임을 당하였으니, 실로 이는 저들이
그들의 투구를 많이 둘로 가르고, 그
들의 가슴판을 많이 꿰뚫고, 그들의
팔을 많이 쳐서 떨어뜨렸음이라. 이
같이 레이맨인들이 그 맹렬한 노여
움중에쳤더라.

45 그러나 니파이인들은 더 나은
대의로 고무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군주제나 권력을 위하여 ㄱ싸우는 것
이 아니요 다만 그들의 가정과 그들
의 ㄴ자유,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
녀, 그리고그들의모든것을위하여,
참으로 그들의 예배 의식과 그들의
교회를위하여싸우고있었음이라.

46 또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께 대

402앨마서 43: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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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지고있는 ㄱ의무라고느낀바를
행하고 있었나니, 이는 주께서 그들
과 또한 그 조상들에게 이르시기를,
ㄴ너희가 ㄷ첫 번째 공격의 죄가 없고,
두 번째도 그러하거든, 너희는 너희
원수들의 손에 스스로 죽임을 당하
지말것이라하셨음이라.

47 그리고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
를, 너희는 피를 흘려서라도 너희의
가족을 ㄱ보호하라 하셨으니, 그러므
로니파이인들이레이맨인들과더불
어 싸우고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땅 자기의 나
라와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종교를
지키려는이대의를위함이었더라.

48 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
의병사들이레이맨인들의맹렬함과
분노를 보고는, 바야흐로 저들에게
서 물러나 도망하려 하였는지라, 모
로나이가그들의의도를알아차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이러한 생각들로
그들의 마음을 고무시켰나니－참으
로그들의땅그들의자유, 참으로그
들이 얻을 속박에서의 해방에 대한
생각이라.

4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레이맨인들을 향하여 돌아서서, 한
목소리로 그들의 자유와 그들의 속
박에서의 해방을 위하여 주 저희 하
나님께ㄱ부르짖더라.

50 그리고 힘을 가지고 레이맨인
들에게 대항하기 시작하매, 그들이
그들의 해방을 위하여 주께 부르짖

음과 동시에, 레이맨인들이 그들 앞
에서 도망하기 시작하여 저들이 시
돈물까지도망하였더라.

51 이제 레이맨인들은 그 수가 더
많았나니참으로니파이인들의수효
의배이상더많았으나, 그럼에도저
들이 쫓겨 시돈 강가의 둑 위 골짜기
에한무리로모이기에이르렀더라.

52 그리하여 모로나이의 군대가
강 양편에서 저들을 에워쌌으니, 이
는 보라, 동편에는 리하이의 병사들
이있었음이라.

53 그리하여 제래헴나가 본즉, 시
돈 강 동편에는 리하이의 병사들이
있고 시돈 강 서편에는 모로나이의
군대가 있어, 자기들이 니파이인들
에게 에워싸였는지라, 그들이 공포
에사로잡혔더라.

54 이제 모로나이가 저들의 공포
를 보고는, 자기의 병사들을 명하여
그들이 저들의 피 흘리기를 멈추게
하였더라.

제 44 장

모로나이가 레이맨인들에게 화평의
언약을 맺든지 아니면 멸망당할 것
을 명함－제래헴나가 그 제의를 거
절하여 싸움이 재개됨－모로나이의
군대가 레이맨인들을 패하게 함. 주
전74~73년경.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희가 멈추

46ㄱ 안내의무.
ㄴ 앨 48:14; 

교성 98:33~36.

ㄷ 3니 3:21; 
교성 98:23~24.

47ㄱ 교성 134:11.

49ㄱ 출 2:23~25; 
모사 29:20.



고 그들에게서 한 걸음 물러서매, 모
로나이가 제래헴나에게 이르기를,
보라, 제래헴나여, 우리는 피 흘리는
자가되기를 ㄱ원하지아니하노라. 너
희가 우리 수중에 있음을 너희가 알
고 있거니와, 그럼에도 우리는 너희
를죽이기를원하지아니하노라.

2 보라, 우리는 권력을 위하여 너
희의 피를 흘리고자 너희를 대적하
여 싸우러 오지 아니하였고, 아무에
게라도 속박의 멍에를 씌우기를 원
하지도 아니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치러 왔고, 또한 너희는 우리의 종교
로인하여우리에게노하였도다.

3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와 함
께 계심을 너희가 보며,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신 것을 너희가 보나
니, 이제나는이일이우리에게이루
어진것이우리의종교와그리스도를
믿는우리의신앙으로말미암음인줄
을 너희가 깨닫기 바라노라. 또 이제
너희는 우리의 이 신앙을 너희가 무
너뜨릴수없다는것을아느니라.

4 이제 너희는 이것이 참된 하나
님의 신앙인 것을 아느니라. 참으로
너희는 우리가 하나님께,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종교에 충실한 한, 하
나님이우리를도우시고지키시며보
호하시리라는 것을 아나니, 우리가
범법에빠져우리의신앙을부인하지
않는 한, 주께서는 결코 우리가 멸망
당하도록버려두지아니하시리라.

5 또 이제 제래헴나여, 내가 우리

의 팔을 강하게 하사 우리로 너희를
이길 힘을 갖게 하신 저 전능하신 하
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을 두
고, 우리의 종교를 두고, 또 우리의
예배 ㄱ의식을 두고, 또 우리의 교회
를두고, 또우리가우리의아내와자
녀에 대한 성스러운 부양의 의무를
두고, 우리를 우리의 땅과 우리의 나
라에 묶어 두는 저 ㄴ자유를 두고, 이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모든 행복을
가능하게 해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보전을 두고, 그리고 우리에
게 지극히 소중한 모든 것을 두고 네
게명하노니－

6 참으로 또한 이것이 모두가 아
니라. 너희가 생명에 대해 갖고 있는
모든 소망을 두고 네게 명하노니, 너
희는 너희의 전쟁 무기를 우리에게
넘기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의 피
를 찾지 아니하리니, 만일 너희가 너
희의 길을 가서 다시 우리를 치러 오
지 아니할 것이면, 너희의 목숨을 살
려주리라.

7 그러나 이제 만일 너희가 이렇
게하지아니하면, 보라, 너희는우리
수중에 있은즉, 내가 나의 병사들을
명하여 그들로 너희를 급습하여, 너
희 몸에 사망의 상처를 입히게 하리
니, 너희가멸절되리라. 그런다음누
가 이 백성을 다스릴 권력을 갖게 되
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 참으로 누가
속박에 들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
니라하였더라.

8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이

404앨마서 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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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앨마서 44:9~15

말을 듣고 제래헴나가 나아와 자기
의 칼과 자기의 신월도와, 자기의 활
을 모로나이의 손에 넘기며 그에게
이르되, 보라, 여기우리의전쟁무기
가 있느니라. 우리가 이를 너희에게
넘기려니와, 우리와 또한 우리의 자
손들이깨뜨릴줄을알고있는 ㄱ맹세
를 너희에게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
로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우리
의 전쟁 무기를 취하고, 우리의 광야
로 떠남을 용납하라. 그렇지 아니하
면 우리는 우리의 칼을 그대로 지니
리니, 우리가 망하든지 아니면 정복
하든지하겠노라.

9 보라, 우리는 너희의 신앙에 속
하지 아니하였노니, 우리는 우리를
너희 손에 붙인 것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아니하노라. 다만 우리는, 너희
를 우리의 칼로부터 보호한 것은 너
희의 교활함이라 믿노니, 보라, 너희
를보존한것은너희의 ㄱ가슴판과너
희의방패니라.

10 이에 이제 제래헴나가 말하기
를 마치매, 모로나이가 그 받았던 칼
과 전쟁 무기를 제래헴나에게 돌려
주며이르되, 보라, 우리는싸움을끝
내리라.

11 보라, 나는 너희에게 한 말을
취소할 수 없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살아 계심같이, 너희가 우리를 대적
하여 싸우러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
는맹세를하고떠나지않는한, 너희
가 떠나지 못하리라. 이제 너희가 우
리 수중에 있은즉, 우리가 너희 피를

땅 위에 흘릴 것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제시한 조건에 너희가 따를지
니라하였더라.

12 이에 이제 모로나이가 이 말을
하고 나자, 제래헴나가 자기 칼을 그
대로 지니고, 모로나이에게 노하여
앞으로 내달아 모로나이를 죽이려
하였으나, 그가 그의 칼을 치켜들었
을 때, 보라, 모로나이의 병사 중 하
나가 그의 칼을 쳐서 땅에 떨어뜨리
니, 그것이 칼자루에서 부러졌더라.
저가 또한 제래헴나를 쳐서 그의 머
리 껍질을 벗기매 그것이 땅에 떨어
지니, 이에 제래헴나가 저들 앞에서
물러나 자기 병사들 속으로 들어갔
느니라.

1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곁에 섰
다가 제래헴나의 머리 껍질을 쳐서
벗긴그병사가, 머리털을잡고그머
리 껍질을 땅에서 집어 올려, 그것을
자기 칼끝에 얹고 그들에게 내어 밀
며, 큰소리로그들에게말하되,

14 너희가 너희 전쟁 무기를 넘기
고 화평의 언약과 함께 떠나지 아니
할진대, 너희 대장의 머리 껍질인 이
머리 껍질이 땅에 떨어진 것같이, 너
희가땅에엎드러지리라하였더라.

15 이제 이 말을 듣고 또 칼 위에
있는 머리 껍질을 보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가 많았던지라, 많은 자
가 나아와 자기의 전쟁 무기를 모로
나이의 발에 던지고 화평의 ㄱ언약을
맺었나니, 언약을 맺은 자마다 다 광
야로 떠나는 것을 그들이 허락하였

8ㄱ 안내맹세. 9ㄱ 앨 43:38. 15ㄱ 니전 4:37; 앨 50:36.



더라.
16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제래헴

나가 심히 노하여, 남아 있는 자기의
병사들을 충동하여 노하게 하고, 더
욱 힘있게 니파이인들을 대적하여
싸우게하였더라.

17 이에 이제 모로나이가 레이맨
인들의 완강함으로 인하여 노한지
라, 자기 백성들을 명하여 그들을 급
습하여 도륙하게 하였더라. 이에 이
렇게되었나니저들이레이맨인들을
도륙하기 시작하매, 또한 레이맨인
들도 그들의 칼을 가지고 힘을 다하
여싸웠느니라.

18 그러나보라, 그들의벗은피부
와 그들의 맨머리는 니파이인들의
날카로운 칼에 그대로 노출되었나
니, 참으로보라, 그들은찔리고칼에
맞았으며, 또한 니파이인들의 칼 앞
에서 심히 빨리 엎드러져, 참으로 모
로나이의 병사가 예언한 대로 쓸어
버림을당하기시작하였더라.

19 이제 제래헴나가 그들이 바야
흐로 모두 멸망당하게 된 것을 보고,
모로나이에게 크게 소리질러, 그들
의 남은 목숨들을 살려 주면, ㄱ결코
다시 저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오지
아니할 것을 그와 그의 백성이 저들
과언약하겠다고약속하였느니라.

2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
이가 백성 가운데 죽음의 일을 다시
그치게 하고, 레이맨인들에게서 전
쟁 무기를 취하고, 그들이 자기와 화
평의 ㄱ언약을맺은후에는광야로떠

남을허락하였더라.
21 이제 그 수가 많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죽은 자의 수효를 세지 못하
였나니, 참으로 니파이인들에게나
레이맨인들에게나 다 그 죽은 자의
수가심히많았더라.

22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
들의 죽은 자들을 시돈 물에 던지매,
저들이 나아가 깊은 바다에 장사되
었더라.

23 그리고 니파이인들의 군대, 곧
모로나이의 군대는 돌아가, 저들의
집과저들의땅에이르렀더라.

24 그리고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십팔년이 끝나고,
또 이같이 니파이의 판에 기록된 앨
마의기록이끝났느니라.

힐라맨의 기록에 따른 바, 힐라맨 시
대의 니파이 백성과 그들의 전쟁과
불화에 대한 기사니 곧 그가 그의 생
애동안기록한것임.

제45장에서제62장까지
수록되어있음.

제 45 장

힐라맨이앨마의말을믿음－앨마가
니파이인들의 멸망을 예언함－그가
땅을축복하고저주함－앨마가모세
와 마찬가지로 영의 취하심을 입고
올리운 듯함－교회 내에서 불화가
커짐. 주전73년경.

406앨마서 44:16~24

19ㄱ 앨 47:6. 20ㄱ 앨 62:16~17.



407 앨마서 45:1~13

보라,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성들은 주께서 다시 그들을 그 원
수들의 손에서 건져 내셨음으로 인
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주 그들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많이 ㄱ금식하고 많이
기도하며, 심히 큰 기쁨으로 하나님
께경배하였더라.

2 그리고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
사 치세 제십구년에 이렇게 되었나
니, 앨마가 그의 아들 힐라맨에게로
와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지금까지
기록되어온저 ㄱ기록에관하여내가
네게한말을믿느냐?

3 이에 힐라맨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내가믿나이다.

4 이에 앨마가 다시 이르되, 장차
오실예수그리스도를네가믿느냐?

5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하오이
다. 아버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내
가믿나이다.

6 이에 앨마가 다시 그에게 이르
되, 너는내명령을ㄱ지키겠느냐?

7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하오이
다. 내가내온마음을다하여아버지
의명령을지키겠나이다.

8 그러자 앨마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복이있나니, 주께서너를이땅
에서 ㄱ번성하게하시리로다.

9 그러나 보라, 내가 네게 무엇인
가 ㄱ예언할 것이 있도다. 그러나 내

가 네게 예언하는 것을 너는 알리지
말지니, 참으로 내가 네게 예언하는
것은 그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 알려
지게 말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할
말을기록하라.

10 이것이 그 말이니라. 보라, 바
로 이 백성 곧 니파이인들이 내 속에
있는 계시의 영에 의하건대, 예수 그
리스도께서자기를그들에게나타내
실 때로부터 ㄱ사백 년 만에 ㄴ믿지 않
음에 빠져들리라는 것을 내가 알았
노라.

11 참으로 또한 그때 그들이 전쟁
과 역병과 참으로 기근과 유혈을 보
기를, 실로니파이백성이 ㄱ멸절되기
까지하리라－

12 참으로 또한 이는 그들이 믿지
않음에 빠져들고 어둠의 일과 ㄱ음란
함과 온갖 죄악에 빠질 것으로 인함
이라. 참으로내가네게말하노니, 그
들이 그처럼 큰 빛과 지식을 거스려
범죄 하는 까닭에, 참으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 날로부터 넷째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큰 죄악이 이르
리라.

13 또저큰날이이르면, 보라, 지
금 니파이 백성 가운데 헤아림을 받
는 자들이나, 또는 그들의 후손들이
ㄱ더이상은니파이백성가운데헤아
림을 받지 못할 때가 매우 속히 이르
느니라.

45 1ㄱ 안내금식하다, 금식.
2ㄱ 앨 37:1~5; 50:38.
6ㄱ 안내하나님의 계명;

순종, 순종하는,
순종하다.

8ㄱ 니전 4:14; 

앨 48:15~16, 25.
9ㄱ 안내예언, 예언하다.

10ㄱ 니전 12:10~15; 
힐 13:9; 
몰 8:6~7.

ㄴ 안내배도; 믿지 않음.

11ㄱ 예이 1:10; 
몰 8:2~3, 6~7.

12ㄱ 안내탐욕.
13ㄱ 힐 3:16.



14 또누구든지저크고두려운날
에 멸망당하지 않고 남는 자들은 레
이맨인들 가운데 ㄱ헤아림을 받고 그
들과 같이 되리니, 주의 제자라 일컬
음을 받게 될 몇몇을 제외하고는 모
두 그러하리라. 또 그들을 레이맨인
들이 추적하기를 그들이 ㄴ멸절되기
까지 하리니, 이제 죄악으로 인하여
이예언이성취되리라.

15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이러한 것을 힐라맨에게 이
르고 나서, 힐라맨과 또한 자기의 다
른아들들을축복하고, 또 ㄱ의인들을
위하여땅을축복하였더라.

16 또 그가 이르되, 이같이 주 하
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땅, 곧
이 땅이 악을 행하는 모든 나라와 족
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대하여는 ㄱ저
주받은바되어, 그들이온전히무르
익었을 때 멸망에 이르게 하리니, 내
가말한그대로될것이라. 이것은이
땅에내리는하나님의저주요또 ㄴ축
복이니, 이는 주께서 죄를 ㄷ조금도
허용하여보실수없으심이라.

17 그리고이제앨마는이말을하
고 나서 ㄱ교회, 곧 그때로부터 이후
신앙안에굳게서야할모든자를축
복하였더라.

18 또 앨마가 이렇게 하고 나서,
마치 밀렉 땅으로 들어가려는 것같
이, 제이라헤믈라 땅을 떠났더라. 그
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다시는 그에

대하여 더 이상 듣지 못하였나니, 그
의 죽음이나 장사에 대하여 우리가
알지못하노라.

19 보라, 그가 의인이었다는 이것
을 우리가 아노니, 그가 모세와 마찬
가지로 영의 취하심을 입고 올리웠
거나, 주의손으로 ㄱ장사되었다하는
말이교회안에널리퍼졌으나, 보라,
경전에 일렀으되 주께서 모세를 자
기에게로 취하셨다 하였으니, 우리
가 생각건대 그가 또한 앨마도 영으
로 자기에게 영접하셨으리라. 그러
므로 이 까닭에 그의 죽음이나 장사
에 관하여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
하니라.

20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십
구년 초에, 힐라맨이 말씀을 선포하
러백성가운데로나아갔더라.

21 이는 보라, 레이맨인들과의 전
쟁과 백성 가운데 있는 여러 작은 불
화와 소요들로 인하여, 그들 중에 하
나님의 ㄱ말씀이선포될필요와, 또한
교회 전체를 통하여 질서를 바로잡
을필요가생겼음이라.

22 그리하여 힐라맨과 그의 형제
들은그온땅에, 참으로니파이백성
들이 소유하고 있는 온 땅의 각 성읍
에 두루 다시 교회를 세우러 나아갔
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그
온땅, 모든교회위에제사들과교사
들을임명하였더라.

408앨마서 45:14~22

14ㄱ 모로 9:24.
ㄴ 모로 1:1~3.

15ㄱ 앨 46:10; 62:40.
16ㄱ 니후 1:7; 앨 37:31; 

이더 2:8~12.
ㄴ 교성 130:21.
ㄷ 교성 1:31.

17ㄱ 안내예수 그리스도

교회.
19ㄱ 안내변형된 존재.
21ㄱ 앨 31:5.



409 앨마서 45:23~46:8

23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힐라
맨과 그의 형제들이 교회에 제사와
교사들을 임명한 후에 그들 가운데
ㄱ불화가일어나, 그들이힐라맨과그
의 형제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아니하고,

24 도리어 그들의 심히 큰 ㄱ부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자고하여 점차
교만하게 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ㄴ스스로의눈에부유하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기 위
하여 저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하지아니하더라.

제 46 장

아맬리카이아가왕되기를획책함－
모로나이가 자유의 기치를 들어 올
림－그가백성들의종교를수호하기
위해백성들을규합함－참되게믿는
자들은그리스도인이라일컬음을받
음－요셉의 남은 자들이 보존될 것
임－아맬리카이아와 이반자들이 니
파이땅으로도망함－자유의대의를
지지하려 아니하는 자는 사형에 처
해짐. 주전73~72년경.

또 이렇게 되었나니 무릇 힐라맨과
그의 형제들의 말에 귀 기울이려 하
지않는자들이다함께모여그형제
들을대적하였더라.

2 그리고 이제 보라, 그들이 심히
노하여 마침내 저들을 도륙하기로

작정하였더라.
3 이제 그 형제들에게 대하여 노

한 자들의 지도자는 크고 힘센 자로
그이름이아맬리카이아더라.

4 그리고아맬리카이아는왕되기
를 원하였고, 노한 그 백성들도 그가
자기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였나니,
이들은대개가그땅의 ㄱ하급판사들
로서권력을추구하고있었더라.

5 또 그들은, 만일 자기를 지원하
여 자기를 세워 그들의 왕이 되게 하
면 그들로 백성을 다스리는 치리자
를삼겠다는아맬리카이아의감언에
이끌렸었더라.

6 이리하여교회의대제사인힐라
맨과 그의 형제들의 가르침에도 불
구하고, 참으로 교회에 대한 이들의
심히 큰 염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맬리카이아에게이끌려이반을일
으키게되었더라.

7 또아맬리카이아의아첨하는말
을믿은자가교회안에도많아, 그들
이 심지어 교회로부터도 이탈해 나
갔나니, 레이맨인들에게거둔큰 ㄱ승
리와 주의 손에 건지심을 입음으로
인하여 가졌었던 큰 기쁨에도 불구
하고, 니파이 백성의 형세는 이같이
심히불안하고위험하였더라.

8 이러므로우리는사람의자녀들
이 얼마나 ㄱ속히 주 저희 하나님을
잊는지, 참으로 얼마나 속히 불의를
행하며, 저 악한 자에게 이끌려 가는
지를알수있었더라.

23ㄱ 3니 11:28~29.
24ㄱ 안내부.

ㄴ 안내교만. 

46 4ㄱ 모사 29:11, 28~29.
7ㄱ 앨 44:19~20.
8ㄱ 힐 12:2, 4~5.



9 참으로 또한 매우 ㄱ간악한 사람
하나가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생기
게할수있는큰간악함도알게되었
더라.

10 참으로 우리는 아맬리카이아
가, 그 자신 간교한 술책의 사람이요
아첨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
던 까닭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이끌
어내어악을행하게하고, 또한하나
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자유, 곧
ㄱ의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축복인 ㄴ자유의 기초를 파괴
하기를 꾀하게 하였음을 알고 있느
니라.

11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
파이인 군대의 ㄱ총사령관이었던 모
로나이가 이 이반의 소식을 듣고, 아
맬리카이아에게노하였더라.

12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자기
의 겉옷을 찢고, 그 한 조각을 취하
여, 그 위에－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의 종교와 자유와 우리의 평화와 우
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를 ㄱ기억하
여－라고 쓰고 그것을 장대 끝에 비
끄러매었더라.

13 그리고 그의 투구와 그의 가슴
판과 그의 방패를 단단히 매고 그의
갑옷을 그 허리에 두르고 그 찢은 겉
옷을끝에매단장대를들고(그는이
를 자유의 기치라 칭하였더라) 땅에
엎드려, 땅을 소유할 그리스도인의
무리가 남아 있는 동안은, 자유의 축

복이 자기의 형제들 위에 머물러 있
기를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
나니－

14 이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
로서,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들
은,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다이같이일컬어졌음이라.

15 또 교회에 속한 자들은 충실하
였고, 참으로 무릇 그리스도를 진실
로 믿는 자들은 기쁘게 그리스도의
ㄱ이름, 곧 사람들이 일컫는 대로는
ㄴ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받들
었나니, 그들을 이같이 일컬었음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의
믿음의연고더라.

16 그리하여 이때 모로나이는 그
리스도인들의 대의와, 그 땅의 자유
를도우시기를기도한것이더라.

17 또이렇게되었나니그가그영
혼을하나님께쏟아내고나서, ㄱ황무
땅 남쪽의 모든 땅과 또한 요컨대 북
방과 남방의 모든 땅을 택함 받은 땅
이요, 자유의땅이라이름하였더라.

18 또이르되, 정녕하나님은우리
곧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드는 까닭
에 멸시받는 우리가 짓밟혀 멸망당
하도록 버려 두지 아니하시리니, 우
리가 우리 스스로의 범법으로 이를
자초하기전에는그리하지아니하시
리라하더라.

19 또모로나이가이말을하고나
서 백성 가운데로 나아가, 그 ㄱ옷의
찢은 조각을 공중에 흔들어 찢은 조

410앨마서 46:9~19

9ㄱ 모사 29:17~18.
10ㄱ 니후 1:7.

ㄴ 니후 1:7; 모사 29:32.

11ㄱ 앨 43:16~17.
12ㄱ 느 4:14; 앨 44:5.
15ㄱ 모사 5:7~9.

ㄴ 행 11:26; 벧전 4:16.
17ㄱ 앨 22:30~31.
19ㄱ 안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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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위에자기가쓴것을모두가볼수
있게하며, 큰소리로외쳐이르되,

20 보라, 무릇 이 땅 위에 이 기치
를지키기원하는자는다주의힘안
에 나아와,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종
교를 지키겠다는 성약을 맺어, 주 하
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게 하라 하
였느니라.

2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
이가 이 말을 공포하고 나자, 보라,
백성들이 그 허리에 그들의 갑옷을
두르고 함께 달려와, 주 저희의 하나
님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표시, 곧 성
약으로써 그들의 옷을 찢었나니, 다
른 말로 하자면 그들이 만일 하나님
의 계명을 범하거나, 범법에 빠져 그
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기를 ㄱ부끄러
워하게 된다면, 그들이 그들의 옷을
찢은 것같이 주께서 그들을 찢으실
지로다함이라.

22 이제 그들이 맺은 성약이 이러
하였으니, 그들이 모로나이의 발에
그들의 옷을 던지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성약하노니, 만일 우
리가 범법에 빠진다면, 북방 땅의 우
리 형제들 같이 우리가 멸망당할 것
이라, 참으로 만일 우리가 범법에 빠
진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 옷을 당신
발에던져발아래밟히게한것같이,
그가 우리를 우리 대적의 발에 던지
실지로다하매,

23 모로나이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우리는 야곱 자손의 남은 자들

이니라. 참으로 우리는, 그 ㄱ옷이 그
형제들에게여러조각으로찢기웠던
ㄴ요셉 ㄷ자손의 남은 자들이라, 과연
그러하니 이제 보라, 우리는 하나님
의 계명을 지킬 것을 기억하자. 그렇
지 아니하면 우리의 옷이 우리의 형
제들에게 찢길 것이요, 우리는 옥에
던져지거나, 팔리우거나, 죽임을 당
하리라.

24 참으로 우리는 요셉의 ㄱ남은
자들로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자. 참
으로 우리는 야곱이 죽기 전에 한 말
을기억하자. 이는보라, 그가요셉의
겉옷의 남은 조각 일부가 썩지 않고
보전된 것을 보았음이니, 그가 이르
되－내 아들의 옷의 이 남은 조각이
보전된 것같이, 내 아들의 자손의
ㄴ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보전
되어 하나님께로 취하심을 입으리
라, 한편 요셉 자손의 나머지는 그의
옷의남은조각처럼멸망하리로다.

25 이제 보라, 이 일이 내 영혼을
슬프게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 자손 중 하나님께로 취하심을 입
을 그 부류로 인하여, 내 영혼이 내
아들 안에서 기쁨을 얻는도다 하였
느니라.

26 이제보라, 야곱의말이이러하
였느니라.

27 그리고 이제 그의 옷처럼 멸망
할 요셉 자손의 남은 자들이 바로 우
리에게서 떨어져 나간 자들인지 누
가 아느냐? 또한 만일 우리가 그리스

21ㄱ 니전 8:25~28; 몰 8:38.
23ㄱ 창 37:3, 31~36.

ㄴ 안내요셉, 야곱의 아들.

ㄷ 창 49:22~26; 
니전 5:14~15.

24ㄱ 암 5:15; 

3니 5:21~24; 10:17.
ㄴ 니후 3:5~24; 

이더 13:6~7.



도의 신앙 안에 굳게 서지 않는다면
그것은바로우리가되리라.

28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가 이 말을 하고 나서 그 자
신이 나아가되, 또한 이반이 있는 그
땅의 모든 곳에 사람을 보내어, 무릇
자신들의 자유를 지키고, 아맬리카
이아 및 떨어져 나가서 아맬리카이
아인이라 일컫는 자들을 대적하기
원하는백성을다함께모았느니라.

2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아맬리
카이아가, 모로나이의 백성이 아맬
리카이아인들보다수효가많은것을
보고－그가 또한 자기의 백성들이
그 시작한 일의 대의의 정당성에 대
하여의심스러워하는것을본지라－
그러므로 그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그 백성 중에
서 원하는 자들을 취하고 니파이 땅
으로떠났더라.

30 이제 모로나이는 레이맨인들
이 더 이상의 세력을 갖는 것이 적절
치 않다고 생각하였나니, 그리하여
그는아맬리카이아의백성을차단하
든지, 아니면 그들을 붙잡아 다시 데
려오고, 아맬리카이아는 사형에 처
하려고 생각하였더라. 참으로 이는
그가레이맨인들을충동하여그들에
게 대하여 노하게 하고, 저들로 그들
을 대적하여 싸우러 오게 할 것임을
그가 알았음이니, 아맬리카이아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
게하리라는것을그가알았더라.

31 그리하여 모로나이는, 함께 모

여 스스로 무장하고 평화를 지키기
로 성약을 맺은 그의 군대를 거느림
이 적절하다 생각하였던지라－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는 광야에서 아
맬리카이아의진로를차단하기위하
여,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그의 장막
을가지고광야로진군해나갔더라.

3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
이가 자기의 원대로 행하여 광야로
진군해 나아가서, 아맬리카이아의
군대를가로막았더라.

3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아맬리
카이아가 소수의 자기 병사들과 함
께 도망하였고, 나머지는 모로나이
의 손에 넘기워 제이라헤믈라 땅으
로도로데려와졌더라.

34 이제 모로나이는 대판사들과
백성의 소리에 의해 ㄱ임명된 사람이
었으므로, 니파이인들의 군대와 관
련하여 그의 뜻대로 그들 위에 권력
을 세우고 행사할 수 있는 권세가 그
에게있었더라.

3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아
맬리카이아인들중에서누구든지자
유로운 정치 체제를 지키고자 자유
의 대의를 지지하기로 언약을 맺지
아니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게 하였
으되, 자유의 언약을 거부한 자는 소
수밖에없었더라.

36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또한
니파이인들이 소유한 모든 땅에 있
는 각 망대 위에 자유의 기치를 게양
하게 하였으니, 이같이 모로나이가
니파이인들 가운데 자유의 기를 심

412앨마서 46:28~36

34ㄱ 앨 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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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더라.
37 이리하여 그들이 다시 그 땅에

서 평화를 누리기 시작하였고, 이리
하여 그들이 거의 판사 치세 제십구
년 말까지 그 땅에서 평화를 유지하
였더라.

38 또한힐라맨과 ㄱ대제사들도교
회 내에서 질서를 유지하매, 참으로
그들이 사 년 동안 교회 안에서 많은
화평과기쁨을누렸느니라.

39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받았음을
굳게 ㄱ믿고 죽는 자들이 많았나니,
그리하여그들은기뻐하며세상에서
나갔더라.

40 또 그 땅에 연중 어떤 계절에
매우 빈번하던 열병으로 죽는 자들
이더러있었으나－그러나열병으로
그처럼 많이 죽지는 아니하였나니,
이는 기후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사
람들이 걸리기 쉬웠던 여러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ㄱ초목과 뿌리의 우수
한효능까닭이었더라－

41 그러나나이많아죽는자가많
았고, 또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죽
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ㄱ행복하
니 곧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대로니라.

제 47 장

아맬리카이아가레이맨인의왕이되

기위하여배신, 살인및음모를사용
함－니파이인 이반자들은 레이맨인
들보다 더 사악하고 포학함. 주전 72
년경.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록에서 아맬
리카이아및그와함께광야로 ㄱ도망
해 들어간 자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보라, 그가자기와함께간자들
을 데리고 니파이 ㄴ땅에 레이맨인들
가운데 올라가, 레이맨인들을 충동
하여 니파이인 백성에게 대하여 노
하게 하였음이라. 그리하여 레이맨
인의 왕이 그의 온 땅에, 그의 온 백
성 가운데 두루 포고를 보내어, 니파
이인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가도록
다시함께모이라하였더라.

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포고가
그들 가운데 나아가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참으로 그들은 왕
을 노엽게 할 것을 두려워하였으며,
또한 그들의 목숨을 잃을까 하여 니
파이인들을대적하여싸우러가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
나니 그들, 곧 그들의 대부분이 왕의
명령을복종하려하지않았더라.

3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왕
이 그들의 불복종으로 인하여 노한
지라, 그군대중자기의명령에복종
하는부대의지휘권을아맬리카이아
에게 주고, 그에게 명하여 나아가 그
들을억지로무장시키게하였더라.

4 이제 보라, 이것은 바로 아맬리

38ㄱ 앨 46:6.
39ㄱ 모로 7:3, 41.
40ㄱ 교성 89:10.

41ㄱ 계 14:13.
47 1ㄱ 앨 46:33.

ㄴ 니후 5:5~8; 

옴 1:12~13.



카이아가 바라던 것이었으니, 이는
그가 악을 행하기에 심히 간교한 자
이었으므로그마음에레이맨인의왕
을폐위시킬계획을세웠음이더라.

5 이에 이제 그가 레이맨인들 가
운데 왕을 지지하는 자들의 지휘권
을 가졌고, 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들의환심사기를꾀하였으므로, ㄱ오
나이다라 하는 곳으로 나아갔으니,
그리로모든레이맨인들이도망하였
음이라. 이는 그들이 병사들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들을 멸하려 오
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오나이
다로, 무기가 있는 곳으로 도망하였
음이라.

6 또 그들은 한 사람을 임명하여
그들 위에 왕과 지도자를 삼았고, 니
파이인들을 치러 가는 일에 복종하
지 않기로 그 마음에 굳은 결심으로
확정하고있었더라.

7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은 앤
티파스라 하는 산꼭대기에 함께 모
여싸울준비를하고있었더라.

8 이제 왕의 명령을 좇아 그들과
싸우는 것은 아맬리카이아의 의도가
아니었나니, 보라, 도리어 레이맨인
군대의 환심을 사서, 스스로 그들의
수령이되어왕을폐위시키고왕국을
차지하려는것이그의의도였더라.

9 이에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그
가 그 군대로 하여금 앤티파스 산 가
까운 골짜기에 그들의 장막을 치게
하였더라.

10 또 이렇게 되었나니 밤이 되매

그가 밀사를 앤티파스 산으로 보내
어, 산 위에 있는 자들의 지도자에
게－그의 이름은 리혼타이더라－저
에게 자기가 저와 말하기를 원하니,
산기슭으로내려와줄것을요청하였
더라.

1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리혼타
이가 전갈을 받고는 감히 산기슭으
로 내려가려 아니하니라. 이에 이렇
게 되었나니 아맬리카이아가 두 번
째로 다시 사람을 보내어, 저가 내려
와 주기를 요청하였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리혼타이가내려오려하지
아니하매, 그가 세 번째로 다시 보내
었더라.

1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아맬
리카이아가리혼타이를산에서떠나
내려오게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산으
로 올라가 리혼타이의 진 가까이로
가서, 네 번째로 다시 자기의 전갈을
리혼타이에게보내어내려오기를청
하되, 저가 그 호위병들을 그와 함께
데리고올것을청하였더라.

1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리혼타
이가 그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아맬
리카이아에게로 내려오매, 아맬리카
이아가 저에게 저의 군대를 거느리
고 밤중에 내려와서, 왕이 자기에게
그 지휘권을 준 병사들을 그 진에 있
는 채로 포위하기를 청하고, 만일 자
기(아맬리카이아)로 전 군대의 부지
휘관을 삼겠다 하면 그들을 리혼타
이의손에넘기겠다하였느니라.

1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리혼타

414앨마서 4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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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앨마서 47:15~27

이가 자기 병사들을 거느리고 내려
와서아맬리카이아의병사들을포위
하니, 그들이 새벽에 깨기 전에 리혼
타이의군대에게포위되었더라.

1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자기들이 포위된 것을 보고, 자기들
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 형제들과
합류하게 해 줄 것을 아맬리카이아
에게 간청하니, 이제 이는 바로 아맬
리카이아가바라던일이었음이라.

1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왕
의 명과는 ㄱ반대로 자기의 병사들을
넘겨주었느니라. 이제 이것은 아맬
리카이아가 원한 일이었으니, 곧 왕
을 폐위시키려는 자기의 계획을 이
루고자함이었더라.

17 이제 그들의 최고 지휘관이 죽
임을 당하면, 부지휘관을 그들의 최
고 지휘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레이
맨인들사이의관습이었더라.

1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아맬리
카이아가 그의 종 가운데 하나로 하
여금리혼타이에게점차로독약을먹
이게하매, 필경은저가죽었느니라.

19 이제 리혼타이가 죽으매, 레이
맨인들이 아맬리카이아를 임명하여
그들의 지도자와 그들의 사령관을
삼았더라.

2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아맬리
카이아가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니
파이땅으로행군하여, (이는저가자
기의 원하던 바를 얻었음이라) 수도
니파이성에이르렀더라.

21 이에 왕이 그 시위병들을 거느

리고 그를 맞으러 나왔으니, 이는 아
맬리카이아가 자기의 명을 이루었
고, 아맬리카이아가 니파이인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갈 군대를 그처럼
많이모은줄로생각하였음이라.

22 그러나보라, 왕이그를맞으러
나올새, 아맬리카이아가 그의 종들
로 하여금 나아가 왕을 만나게 하매,
그들이 가서 마치 왕의 위대함으로
인하여 왕을 존경하려 함같이 왕 앞
에엎드렸더라.

2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왕이 레
이맨인들의관습대로평화의표시로
서 그들을 일으키고자 그 손을 내미
니, 이 관습은 그들이 니파이인들에
게서취한것이더라.

2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왕이 첫
째를땅에서일으킨즉, 보라그가왕
의 심장을 찌르매 왕이 땅에 쓰러졌
느니라.

25 이제왕의종들은도망하고, 아
맬리카이아의 종들은 일어나 소리
높여외쳐이르되,

26 보라, 왕의종들이왕의심장을
찔러 왕은 쓰러졌고 종들은 달아났
도다, 와서보라하였느니라.

2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아맬리
카이아가 명하여 자기의 군대로 하
여금 행군해 나아가 왕에게 무슨 일
이 일어났는지 보게 하매, 그들이 그
장소에이르러본즉, 왕이그엉긴피
가운데 누웠는지라, 아맬리카이아가
짐짓 노한 체하고 이르되, 누구든지
왕을 사랑하였거든 그는 나아가 왕

16ㄱ 앨 47:3.



의 종들을 추격하여 그들로 죽임을
당하게할지니라하였더라.

28 이에이렇게되었나니왕을사
랑한 자들이 다 이 말을 듣고, 나아
와 모두 왕의 종들의 뒤를 추격하였
더라.

29 이제 왕의 종들은 군대가 그들
의뒤를추격하는것을보고, 다시놀
라 광야로 도망하여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건너가서 ㄱ암몬 백성에게 합
류하였더라.

30 또 그들의 뒤를 추격하던 군대
는 그들의 뒤를 추격하다가 잡지 못
하고 돌아오니, 이리하여 아맬리카
이아가 그의 기만 행위로 백성의 마
음을얻었느니라.

31 또이렇게되었나니다음날아
맬리카이아가 그 군대를 거느리고
니파이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점령하
였더라.

32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왕후
가 왕이 죽임을 당하였음을 듣고－
이는아맬리카이아가왕후에게사자
를 보내어, 왕이 그 종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과 자기가 군대로 그들을 추
적하였으나 잡지 못하였고, 그들은
도망해버렸음을알렸음이라－

33 그러므로 왕후가 이 전갈을 받
고 아맬리카이아에게 사람을 보내
어, 성의백성들을살려줄것을그에
게 요청하고, 또한 자기에게로 들어
와줄것을요청하고, 또한왕의죽음
에 관하여 증거할 증인들을 함께 데

려올것을그에게요청하였더라.
3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아맬리

카이아가 왕을 죽인 바로 그 종과 그
와함께있었던자들을다데리고, 왕
후에게로 들어가 왕후가 좌정한 곳
에 이르매, 그들이 다 왕후에게 증거
하기를, 왕이 자기 자신의 종들에게
죽임을당하였다하고, 또이르되, 저
들이 도망하였으니 이것이 저들에
대하여 증거하지 아니하나이까 하
고, 이같이 그들의 왕의 죽음에 관하
여왕후를납득시켰더라.

35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아맬리카
이아가 왕후의 호의를 구하고, 그를
취하여 자기의 아내를 삼았더라. 이
리하여 자기의 기만 행위와, 자기의
간교한 종들의 도움으로 그가 왕국
을얻었나니, 참으로그는그온땅에
서, 레이맨인들과 레뮤엘인들과 이
스마엘인들 및 니파이의 다스린 때
로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니파이인
들의 모든 이반자들로 ㄱ구성된 모든
레이맨인 백성 가운데서 인정된 왕
이었더라.

36 이제 이 ㄱ이반자들은, 니파이
인들의 동일한 가르침과 동일한 견
문을 가졌고, 참으로 동일한 주에 대
한 ㄴ지식으로가르침을받았거늘, 그
럼에도불구하고이상하게도그들이
갈라져 나간 후 오래지 아니하여, 레
이맨인들보다 더 완악하고 ㄷ회개할
줄모르며, 더거칠고, 간악하며흉포
하게되어－레이맨인들의전통을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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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앨마서 48:1~10

습하고, 나태와, 온갖음란에빠지며,
참으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완전히
잊었느니라.

제 48 장

아맬리카이아가 레이맨인들을 선동
하여니파이인들을대적하게함－모
로나이가그리스도인의대의를수호
하기 위해 그의 백성을 준비시킴－
그는 자유를 기뻐하는 자요 용맹한
하나님의사람임. 주전72년경.

그리고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아맬
리카이아가왕국을얻음과동시에니
파이인들을 대적하도록 레이맨인들
의 마음을 고무하기 시작하였으니,
참으로그가사람들을임명하여그들
의 망대에서 니파이인들을 대적하여
레이맨인들에게말하게하였더라.

2 또 그가 이같이 그들의 마음을
고무하여니파이인들을대적하게하
였으니, 결국 판사 치세 제십구년 말
미에, 그가 이제까지의 자기의 계획
을 달성하였음이요, 실로 레이맨인
의 왕이 되어 그 온 땅과 실로 그 땅
의 모든 백성 곧 레이맨인들뿐 아니
라니파이인들까지도다스리기를구
하였음이더라.

3 이러므로 그는 자기의 계획을
달성했었나니, 이는 그가 레이맨인
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들의
생각을 눈멀게 하며 그들을 충동하
여 노하게 함으로써, 결국 니파이인

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갈 수많은 무
리를함께모았음이더라.

4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수효가
많음으로 인하여, 니파이인들을 정
복하여속박하기로결심하였음이라.

5 그리하여 그가 조램인 중에서
ㄱ총대장들을 임명하였으니, 이는 이
들이 니파이인들의 병력과 그들의
대피 장소와 그들 성읍들의 가장 약
한 부분을 가장 잘 알고 있었음이라.
이러므로 그가 이들을 임명하여 자
기군대의총대장들을삼았더라.

6 이에이렇게되었나니그들이그
진을취하고, 광야에서제이라헤믈라
땅을향하여이동해나아갔더라.

7 이제이렇게되었나니아맬리카
이아가 이처럼 기만과 속임으로 권
력을 얻고 있는 동안, 다른 한편으로
모로나이는 백성의 마음이 주 그들
의 하나님께 충실하도록 ㄱ준비시키
고있었더라.

8 참으로그는니파이인들의군대
를 강화하며, 작은 보루들, 곧 대피
장소들을 구축하되, 주위로 흙둑을
쌓아 올려 그의 군대를 둘러싸고, 또
한 그들의 성읍들과 그들 땅의 경계
주위로, 참으로그땅주위를다돌아
가며석벽을쌓아그들을둘렀더라.

9 또 그들의 방어 시설이 가장 약
한 곳에는 더 많은 수의 병사를 배치
하였나니, 이같이 그가 니파이인들
이 소유하고 있는 땅의 방비를 강화
하고그땅을견고히하였더라.

10 또이같이그는그들이주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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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나님을 위해 살며, 그 원수들이
그리스도인들의대의라일컫는바를
지키도록, 그들의 자유와 그들의 땅
과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와 그
들의평화를지킬 ㄱ준비를하고있었
더라.

11 또 모로나이는 강하고 용맹한
사람이라. 그는완전한 ㄱ이해를갖춘
사람이었으니, 참으로 피 흘리는 일
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요, 그
영혼이 자유를 기뻐하며 그 나라와
그 형제들이 속박과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자유를 누리는 것을 기뻐하
는사람이었으며,

12 참으로 그의 하나님이 그 백성
에게 내려 주시는 많은 특권과 축복
에 대하여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로그마음이충일한사람이요, 그백
성의 ㄱ복리와안전을위하여심히수
고하는사람이었더라.

13 참으로 또한 그는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견고한 사람이었나니,
그는그피를잃기까지라도자기백성
과자기의권리와자기의나라와자기
의종교를지키기로ㄱ맹세하였더라.

14 이제 니파이인들은 그들의 적
에 대항하여, 필요하다면 피 흘리기
까지라도스스로를지키도록가르침
을 받았으며, 또한 적에 대항하여 스
스로의 생명을 지켜야 할 때를 제외
하고는, ㄱ결코 공격을 가하거나, 결
코 검을 치켜들지 않도록 가르침을
받았더라.

15 또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으
니, 곧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들을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리라
는 것, 즉 달리 말해서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면 하
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되, 참으로 그들이 처한 위험에
따라, 피하도록 경고하시거나, 전쟁
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경고하실 것
이며,

16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적으로
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어
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그들에게 알
려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께서
그들을구원하시리라는것이었더라.
이것이 모로나이의 신앙이었고, 그
마음은이를영광으로여겼으니, ㄱ피
흘림을 그리 여긴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을, 자기 백성을 보전함을, 참으
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을, 또한 불
의를물리침을그리여긴것이더라.

17 과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
에게 이르노니, 모든 사람이 과거에
나, 현재에나, 장차 언제까지나 모로
나이와 같을진대, 보라, 지옥의 권세
들이 영원토록 흔들렸을 것이요, 참
으로 ㄱ악마가 결단코 사람의 자녀들
의 마음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
리라.

18 보라, 그는모사이야의아들암
몬과 같은 사람이요, 또한 참으로 모
사이야의 다른 아들들과도 같고, 또
한 앨마와 그의 아들들과도 같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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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앨마서 48:19~49:1

람이었으니, 이는 이들이 모두 하나
님의사람이었음이라.

19 이제보라, 힐라맨과그의형제
들도 백성에게 봉사함이 모로나이
못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하
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누구든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사
람에게는 다 회개에 이르는 침례를
베풀었음이라.

20 또이같이그들이나아가매, 그
들의 말씀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스
스로 ㄱ겸손한지라, 그들이 주의 ㄴ은
총을 크게 입었고, 그리하여 참으로
사년동안, 그들가운데전쟁이나다
툼이없었느니라.

21 그러나이미내가말한것같이,
제십구년 말미에, 그들 중에는 평화
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들의 형제 레이맨인들과 내키지 않
으면서도 억지로 전쟁을 하지 않으
면안되게되었더라.

22 참으로또한요컨대, 그들이매
우 꺼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의 전쟁은 레이맨인들과 더불어 여
러 해 동안 도무지 그치지 아니하였
더라.

23 이제 그들은 레이맨인들을 대
적하여 무기 들기를 ㄱ민망히 여겼으
니, 이는 그들이 피 흘리기를 기뻐하
지 아니한 까닭이요, 또한 이것이 모
두가 아니니－그들은 그처럼 많은
그들의 형제들을 하나님을 만날 준
비를 갖추지 못한 채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으로 보내는 도구가 됨
을민망히여겼음이라.

24 그러나 그들은 한때 그들의 형
제였다가 그들의 교회로부터 ㄱ떨어
져 나간 후, 그들을 떠나 레이맨인들
에게 합류함으로써, 그들을 멸하려
한 자들의 야만적인 잔혹함에 자신
들의 ㄴ아내와 자신들의 자녀들이 살
육 당하도록 그들의 목숨을 버리는
일은용납할수없었더라.

25 참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을 지킬 자가 하나라도 있는 동안에
는, 그들의 형제들이 니파이인들의
피를 흘려 놓고 기뻐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나니, 이는 주의 약속은 만일
그들이 그의 계명을 지킨다면 그들
이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는 것이었
음이더라.

제 49 장

침입해 온 레이맨인들이 방비가 강
화된 앰몬아이하 성과 노아 성을 능
히취하지못함－아맬리카이아가하
나님을 저주하고 모로나이의 피를
마시겠다고 맹세함－힐라맨과 그의
형제들이 계속하여 교회를 강화시
킴. 주전72년경.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제십구
년십일월곧그달십일에, 레이맨인
의 군대가 앰몬아이하 땅을 향하여
다가오는것이보이더라.

20ㄱ 안내겸손한, 겸손.
ㄴ 니전 17:35.

23ㄱ 교성 42:45.

24ㄱ 안내배도.
ㄴ 앨 46:12.



2 그러나 보라, 그 성은 이미 중건
되었고, 모로나이가 성의 경계에 인
접하여 군대를 배치하여 두매, 저들
이 레이맨인들의 화살과 돌로부터
스스로를보호하기위하여사방으로
돌아가며 흙을 쌓아 올렸으니, 이는
보라, 그들이 돌과 화살을 가지고 싸
웠음이라.

3 보라, 내가 ㄱ앰몬아이하성이중
건되었다말하였거니와내가너희에
게 이르노니 그것은 일부가 중건되
었으며, 레이맨인들은 그 백성의 죄
악으로인하여이성을한번멸한적
이 있으므로 이 성이 다시 그들에게
쉬운노략거리가되리라고생각하였
더라.

4 그러나 보라, 그들의 실망이 얼
마나 컸던지, 이는 보라, 니파이인들
이 스스로를 둘러 사방으로 흙 제방
을 파 올렸는데, 심히 높아 레이맨인
들이 그들의 돌과 그들의 화살을 던
져도 소용이 없으며, 저들의 입구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저들을 습격할
수도없음이더라.

5 이제이때레이맨인의총대장들
은, 자신들의 방호 장소를 예비한 니
파이인들의 지혜로 인하여 심히 놀
랐더라.

6 이제레이맨인의지휘관들은자
기들의 수효가 많음으로 인하여 생
각하되, 참으로 이제까지 해왔던 대
로 저들을 쉽게 공격할 수 있으리라
여겼고, 그뿐 아니라 그들 역시 방패

와 가슴판으로 스스로 예비하였고,
또한 그들의 벌거벗음을 가리운 가
죽옷, 곧 매우 두꺼운 옷으로 스스로
예비하였던지라.

7 또이같이예비하였음으로인하
여 그들은 쉽게 그들의 형제들을 제
압하고 굴복시켜 속박의 멍에를 지
게 하거나, 마음대로 죽이며 학살할
수있으리라생각하였더라.

8 그러나 보라, 그들로서는 지극
히 놀라웁게도, 니파이인들은 일찍
이 리하이의 자손들 가운데 알려진
적이 없는 방식으로 그들에 대하여
ㄱ준비가되어있었나니, 이제니파이
인들은레이맨인들에대하여모로나
이가 지시하는 방식대로 싸울 준비
가되어있었더라.

9 이에이렇게되었나니레이맨인
들, 곧 아맬리카이아인들은 니파이
인들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방식
에심히놀랐더라.

10 이제 만일 아맬리카이아 왕이
그군대를이끌고니파이 ㄱ땅에서내
려왔었더라면, 아마도 그는 레이맨
인들로하여금앰몬아이하성에있는
니파이인들을 공격하게 하였으리니,
이는보라, 그는자기백성의피에대
하여염려하지아니하였음이라.

11 그러나 보라, 아맬리카이아는
싸우러직접내려오지아니하였더라.
또 보라, 그의 총대장들은 감히 앰몬
아이하성에있는니파이인들을공격
하려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로

420앨마서 49:2~11

49 3ㄱ 앨 16:2~3, 9, 11.
8ㄱ 앨 48:7~10.

10ㄱ 니후 5:8; 

옴 1:12; 
앨 47:1.



421 앨마서 49:12~21

나이가니파이인들가운데일의경영
을변경시킨결과레이맨인들이니파
이인들의대피장소에실망하였고또
저들을습격할수없었음이더라.

12 그리하여 그들은 광야로 퇴각
하여 그들의 진을 취하고, 그들이 가
서니파이인들을치기에는노아땅이
다음으로 가장 좋은 곳이라 생각하
여, 노아땅을향하여진군하였더라.

13 이는 모로나이가 주변 온 땅의
모든 성읍을 위하여 방비를 강화한
줄을, 곧 방호 ㄱ보루들을 건축한 줄
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리
하여 그들은 굳은 결의를 가지고 노
아 땅으로 진군해 나아갔나니, 참으
로 그들의 총대장들은 앞으로 나아
와서 그 성의 백성을 멸하겠다고 맹
세하였더라.

14 그러나 보라, 놀랍게도 지금까
지 취약한 곳이었던 노아 성이 이제
는 모로나이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앰몬아이하 성의
견고함을넘어설정도더라.

15 또이제보라, 이는모로나이에
게 있는 지혜였으니, 이는 그가 생각
하기를 그들이 앰몬아이하 성을 보
고 놀랄 것이며, 노아 성이 지금까지
이 땅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이었으
므로 그리로 싸우러 진군해 오리라
하였음이라. 이에 이같이 그가 바란
대로일이되었더라.

16 또 보라, 모로나이는 리하이를
임명하여 그 성 병사들의 총대장을
삼았으니, 이는 시돈 강 동편 골짜기

에서레이맨인들과싸운 ㄱ바로그리
하이였더라.

17 이에이제보라, 이렇게되었나
니 레이맨인들이 리하이가 그 성을
지휘하는 것을 알고 다시 실망하였
으니, 이는 그들이 리하이를 심히 두
려워하였음이라. 그럼에도불구하고
그들의 총대장들이 그 성을 공격하
기로맹세했었으므로그들은그들의
군대를전진시켰더라.

18 이제보라, 입구부근을제외하
고는 쌓아 올린 둑이 높고, 둘러 파
놓은 호가 깊어, 출입구를 통하지 않
고는 다른 어떤 길로도 레이맨인들
이 저들의 방호 보루에 들어갈 수가
없었더라.

19 그리고 이리하여 니파이인들
은 무릇 다른 어떤 길로 보루에 들어
오고자 기어 오르기를 꾀하는 자들
에게는 돌과 화살을 던져, 그들을 다
멸할준비가되어있었더라.

20 이리하여저들, 참으로저들중
가장 강한 병사들의 무리가, 무릇 출
입하는 곳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방
호 장소에 들어오기를 꾀하는 자들
을 저들의 칼과 저들의 물매로 다 쳐
쓰러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나니, 이
같이저들은레이맨인들로부터스스
로를지킬준비가되어있었더라.

2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
인의 대장들이 니파이인들의 방호
장소로 들어가기 위하여 출입 장소
앞으로 그들의 군대를 전진시키고
니파이인들과 싸우기 시작하였으나

13ㄱ 앨 48:8. 16ㄱ 앨 43:35.



보라, 그들이 그때마다 격퇴 당하여,
이윽고막대한살육을당하더라.

22 이제 그들이 그 통로로는 니파
이인들을 이길 힘을 얻지 못할 것을
알고, 저들의 군대에 이르는 한 통로
를 얻어 대등한 조건으로 싸우고자
저들의 흙 제방을 파 내리기 시작하
였으나 보라, 이렇게 하려다가 그들
에게던지는돌과화살에쓸어버림을
당하니, 흙 제방을 허물어 내려 그들
의호를메우는대신, 호가그들의시
체와부상당한몸으로메워지더라.

23 이리하여니파이인들은저들의
적을 이길 모든 힘을 가졌고, 이같이
레이맨인들은 니파이인들을 멸하기
를꾀하다가결국그들의총대장들이
다죽임을당하고, 또한천명이넘는
레이맨인들이죽임을당하였으되, 다
른한편으로니파이인들가운데는죽
임을당한자가하나도없더라.

24 통로를 통하여 레이맨인들의
화살에 노출되었던 자로서 부상을
입은자가오십명가량있었으나, 저
들이 저들의 방패와 저들의 가슴판
과 저들의 투구로 몸을 가렸던지라,
저들은 그 다리에 부상을 입었는데
그중매우심한부상이많았더라.

2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
인들이 자기 총대장들이 모두 죽임
을 당한 것을 보고는 광야로 도망하
였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출생으로는 니파이인인 그들의 왕
아맬리카이아에게그들의큰손실에

대해 알리고자 니파이 땅으로 돌아
갔더라.

2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자
기 백성에게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그가 니파이인들에 대한 자기의 욕
망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들을 굴복
시켜 속박의 멍에를 지게하지 못하
였음이라.

27 참으로 그가 심히 노하여 하나
님을 ㄱ저주하고, 또한모로나이를저
주하여 그의 피를 마시겠다고 ㄴ맹세
하였으니, 이는 모로나이가 하나님
의 계명을 지켜 그 백성의 안전을 위
하여준비한까닭이더라.

28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다른 한편
으로니파이백성들은, 그비길데없
는 권능으로 저들의 원수의 손에서
저들을 건지신 주 그들의 하나님께
ㄱ감사드렸더라.

29 그리고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십구년이 끝났느
니라.

30 참으로 또한 힐라맨과 시블론
과 코리앤톤과 암몬과 그의 형제들,
또한 회개에 이르는 침례를 받고 하
나님의 ㄱ거룩한 반차에 의하여 성임
되어 백성 가운데서 가르침을 베풀
도록 보냄을 받은 모든 이들이 선포
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주의와
부지런함을 쏟은 까닭에, 교회는 심
히 크게 번성하였고 그들 가운데 평
화가계속되었더라.

422앨마서 49:22~30

27ㄱ 안내신성을 모독하다,
신성 모독.

ㄴ 행 23:12.

28ㄱ 안내감사한, 감사,
감사드림.

30ㄱ 앨 43:2.



423 앨마서 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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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나이가 니파이인들의 땅의 방비
를강화함－그들이새로운성읍을많
이 건축함－니파이인들이 간악하고
가증한날에전쟁과멸망이그들에게
임하였음－모리앤톤과 그를 따르는
이반자들이 티앤쿰에게 패함－니파
이하가 죽고 그의 아들 페이호랜이
판사직을채움. 주전72~67년경.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
가 전쟁을 위하여, 곧 레이맨인들로
부터 그의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준
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였으니, 이
는 그가 그 군대로 하여금 판사 치세
이십 년 초에 시작하게 하되, 니파이
인들이 소유한 온 땅에 걸쳐 모든 성
읍 주위에 흙더미를 파 올리는 일을
시작하게하였음이라.

2 또 이러한 흙제방 위에 성읍을
둘러사람의키높이로목재, 곧목재
로만든구조물을짓게하였더라.

3 또 그러한 목재 구조물 위에 끝
이 뾰족한 말뚝으로 짠 틀을 그 사방
으로둘러진목재위에있게하매, 그
것들이견고하고높았더라.

4 또 그는 그 끝이 뾰족한 말뚝 구
조물 위에 솟아오른 망대들을 세우
게하고, 그망대들위에안전한장소
를 만들게 하여 레이맨인들의 돌이
나 화살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
였더라.

5 또 그들은 그 꼭대기에서 그들

의뜻대로, 또그들의힘이닿는대로
돌을 던져 성벽 가까이로 접근하려
하는 자를 죽일 수 있도록 준비를 갖
추었나니,

6 이같이모로나이가그들의적이
올때를대비하여그온땅각성읍주
위에견고한진지를예비하였더라.

7 또이렇게되었나니모로나이가
자기 군대들로 하여금 동편 광야로
나아가게 하매, 참으로 그들이 나아
가서, 동편 광야에 있던 레이맨인들
을 제이라헤믈라 땅 남쪽인 저희의
본토로다쫓아보냈더라.

8 그리고 니파이 땅은 동해에서
서해까지곧게뻗어있었더라.

9 또이렇게되었나니모로나이가
레이맨인들을 그들 소유의 땅 북편
인 동편 광야에서 모두 쫓아 내고 나
서, 제이라헤믈라 땅과 그 주변 땅의
주민들로 하여금 동편 광야로 나아
가게 하되, 곧 바닷가의 변경까지 나
아가그땅을차지하게하였더라.

10 또남쪽편그들소유의땅경계
에 군대를 배치하고, 그들로 하여금
ㄱ방어시설을세우게하여그들의적
의 손으로부터 그들의 군대와 그들
의백성을안전히지키게하였더라.

11 또 이같이 그가 동편 광야에서
와, 또한 서편에서 레이맨인들의 견
고한거점을다차단하고니파이인들
과 레이맨인들 사이, 곧 제이라헤믈
라땅과니파이땅사이, 곧서해로부
터 시돈 강의 발원지 곁을 지나는 선
을 강화하였으니－니파이인들은 북

50 10ㄱ앨 49:18~22.



편의모든땅, 곧풍요땅의북편모든
땅을그마음대로차지하였더라.

12 이같이 모로나이는 자기의 군
대와 더불어 그들 소유의 땅에서 레
이맨인들의 세력과 권력을 끊어 버
려서, 저들로 그들 소유의 땅에서 아
무 권력도 갖지 못하게 하기를 꾀하
였으니, 모로나이의 군대는 그의 일
이 가져다주는 보호에 대한 확신으
로말미암아매일같이불어났더라.

13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인
들은 한 성읍을 세우기 시작하였고,
그 성의 이름을 모로나이라 하였으
니, 그것은동해가까이에있으며, 남
쪽으로 레이맨인의 땅 경계선 가까
이에있더라.

14 그들이 또한 모로나이 성과 아
론 성 사이, 아론과 모로나이의 경계
를 연결하는 곳에 성 하나를 세우기
시작하여 그 성, 곧 그 땅 이름을 니
파이하라하였더라.

15 그리고그들이또한그같은해
에 북쪽으로 많은 성읍들을 짓기 시
작하되, 하나를 특이한 방식으로 지
어 리하이라 칭하였으니, 이는 북쪽
바닷가의변방가까이에있더라.

16 그리고 이같이 제이십년이 끝
났느니라.

17 또니파이백성에대한판사치
세제이십일년초에도이같이니파이
백성은번영하는가운데있었더라.

18 또 그들은 심히 번영하고, 또
심히 부하게 되었으며, 또한 번성하
고그땅에서점점강해졌더라.

19 또 이리하여 우리는 주의 모든
행하심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그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얼마나
자비롭고 또 공의로운지를 알게 되
나니, 참으로 우리는 이 시간에도 그
의 말씀이 입증되고 있음을 볼 수 있
느니라. 곧 그가 리하이에게 말씀하
신것이니이르시기를,

20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복을 받을지라, 그들이 내 계
명을 지킬진대 이 땅에서 번성하리
라. 그러나기억하라. 그들이내계명
을 지키지 않을진대 그들은 주의 면
전에서 ㄱ끊어지리라하셨느니라.

21 이에 우리는 니파이 백성에게
이 약속이 입증된 것을 보나니, 이는
그들의 전쟁과 그들의 멸망을 그들
에게 초래한 것은 그들 스스로의 가
운데 있었던 그들의 다툼과 그들의
분쟁이요, 참으로 그들의 살인함과
그들의 약탈함 그들의 우상 숭배 그
들의 음행과 그들의 가증한 일이었
음이니라.

22 또 주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는
자들은 어느 때나 건지심을 입었으
나, 한편 그들의 간악한 형제들 수천
명은 속박에 들거나, 칼에 멸망하거
나, 믿지 않음에 빠져들어 레이맨인
들과섞이게 되었음이니라.

23 그러나 보라 니파이의 시대 이
래로, 니파이 백성에게 있어서 모로
나이의 때, 참으로 곧 이때, 판사 치
세 제이십일년보다도 더 ㄱ행복한 때
가결코없었더라.

424앨마서 5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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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또이렇게되었나니판사치세
제이십이년도 화평한 가운데 끝났
으며, 또한 제이십삼년도 그러하였
더라.

25 또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 치세
제이십사년 초에, 리하이 땅과 모리
앤톤 땅에 관하여 그들 중에 일어난
ㄱ분쟁이 아니었다면 니파이 백성 가
운데는 역시 평화가 있었을 것이라,
모리앤톤 땅은 리하이의 경계에 닿
아있으며, 이두땅은바닷가의변방
에있더라.

26 이는보라, 모리앤톤땅을소유
한 백성이 리하이 땅의 일부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음이라, 그리하여
그들 사이에 격한 다툼이 생겨 급기
야는 모리앤톤 백성이 그 형제를 대
적하여 무기를 들기에 이르렀나니,
이들은 리하이 백성을 칼로 도륙하
기로작정하였더라.

27 그러나보라, 리하이땅을소유
한 백성이 모로나이의 진영으로 도
망하여, 그에게 도움을 호소하였으
니, 이는 보라 그들에게 잘못이 있지
아니함이었더라.

2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모리앤
톤이라 이름하는 자가 이끄는 모리
앤톤 백성이, 리하이 백성이 모로나
이의 진영으로 도망한 것을 알고, 모
로나이의군대가자기들을엄습하여
자기들을 멸할까 하여 심히 두려워
하였던지라.

29 이에 모리앤톤이, 큰 호수들로
뒤덮인 북방 땅으로 도망하여 북방

땅을 차지하려는 뜻을 그들의 마음
에넣었더라.

30 그리고보라, 그들이이계획을
실천에 옮기려 하였더라, (그리되었
더라면 이는 통탄할 만한 일이었으
리라) 그러나 보라, 모리앤톤은 성정
이 격한 사람이라, 그리하여 저가 한
여종에게 노하여,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심히때렸는지라.

3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도
망하여모로나이의진영으로넘어와
서, 모로나이에게 그 일에 관해서와,
또한 북방 땅으로 도망하려는 그들
의 의도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다 고하
였더라.

32 이제 보라, 풍요 땅에 있던 백
성은, 아니 그보다도 모로나이는, 그
들이 모리앤톤의 말을 듣고 그의 백
성과 연합하게 되고, 또 그리하여 그
가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될까 염려하
였나니, 그 일은 니파이 백성 가운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기초를 놓게
되고, 참으로 이러한 결과는 그들의
ㄱ자유를무너뜨리게될것이었더라.

33 그리하여 모로나이는 군대를
그 진과 함께 보내어, 모리앤톤의 백
성을 가로막아, 그들이 북방 땅으로
도망하는것을막게하였더라.

3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희가
ㄱ황무땅경계에이르도록그들을가
로막지 못하였으나, 거기 곧 바다 가
까이로 북방 땅에 이르는 좁은 통로
에서 그들을 가로막았으니, 참으로
서쪽으로나동쪽으로나모두바다에

25ㄱ 안내다툼. 32ㄱ 안내해방. 34ㄱ 앨 46:17.



가까운곳이더라.
35 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

가 보낸 군대를 이끈 사람은 이름이
티앤쿰이라 하는 자더니, 그 군대가
모리앤톤의 백성을 만나매, 모리앤
톤의 백성들이 (그의 간악함과 그의
감언이설에 고무되어) 심히 완강한
지라, 그들 사이에 싸움이 시작되었
으나, 이 싸움에서 티앤쿰이 모리앤
톤을죽이고, 그의군대를파하고, 그
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가지고, 모로
나이의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같
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
이십사년이끝났느니라.

36 또 이같이 모리앤톤 백성을 다
시 데려와서, 평화를 지키겠다는 언
약하에 그들을 모리앤톤 땅으로 되
돌리매, 그들과 리하이 백성 사이에
연합이 생겼고 이에 이들도 자기 땅
으로돌아갔더라.

37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
성이다시평화를회복한그해에, 이
대 대판사 니파이하가 하나님 앞에
서 참으로 올바르게 판사직을 수행
하고죽었느니라.

38 그러할지라도 그는 앨마와 그
의 조상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긴 저 기록들과 저 물건들을 맡으
라는 앨마의 뜻을 거절하였나니, 그
러므로 앨마가 그것들을 그의 아들
힐라맨에게넘겨주었느니라.

39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하의 아들이 그 부친을 대신하여 판
사직을 채우도록 임명되니라. 참으
로 그는 의롭게 판단하며 백성의 안

녕과 자유를 지키며, 그들에게 주 그
들의 하나님을 예배할 성스러운 특
권을 허락하며, 참으로 그의 온 생애
동안 하나님의 대의를 받들고 지키
며, 악인을 그 범죄한대로 정의에 붙
이기 위하여 맹세와 거룩한 의식으
로써 백성 위에 통치자로 총리로 임
명되었더라.

40 이제보라, 그의이름은페이호
랜이니, 페이호랜이 그 부친의 자리
를 채우고 제이십사년 말에 니파이
백성을다스리기시작하였느니라.

제 51 장

왕당파가 법을 바꾸고 왕을 세우기
를꾀함－페이호랜과자유파가백성
의지지를받음－모로나이가왕당파
들을 강제하여 그들의 나라를 지키
든지 아니면 죽음을 당하든지 하게
함－아맬리카이아와 레이맨인들이
방어가 강화된 성읍들을 많이 점령
함－티앤쿰이 레이맨인들의 침입을
격퇴하고아맬리카이아를그의장막
에서살해함. 주전67~66년경.

그리고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
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이십오
년 초에, 그들이 리하이 백성과 모리
앤톤 백성 사이에 그들의 땅에 관하
여 평화를 이루고, 제이십오년을 화
평한가운데시작하였으나,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에 전적인 화평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였나니, 이는 대판사 페이호랜

426앨마서 50:3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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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생
겼음이라. 이는보라, 백성가운데법
률의몇몇특정한사항을변경하기를
원하는사람들이일부있었음이라.

3 그러나 보라, 페이호랜은 법률
을변경하거나변경하도록용납하기
를 원하지 아니하였던지라, 법 개정
에 관한 그들의 청원을 들여보낸 자
들의소리를듣지아니하였더라.

4 그리하여법이개정되기를원하
는자들이그에게노하여, 그가더이
상 그 땅의 대판사가 되지 않기를 원
하매, 그 문제에 관하여 격렬한 논쟁
이 일어났으나, 피를 흘리는 데까지
는이르지아니하였더라.

5 또이렇게되었나니페이호랜이
판사직에서물러나기를원하는자들
은 왕당파라 일컬어졌으니, 이는 그
들이 자유로운 정치 체제를 전복하
고그땅에왕을세울수있도록법이
개정되기를원하였음이요,

6 또 페이호랜이 그 땅의 대판사
로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자들은 스
스로 자유파라 하는 이름을 취한지
라, 그들 중의 분열이 이러하였으니,
이는 자유파들이 자유로운 정치 체
제에 의하여 저들의 권리와 저들의
종교의 특권을 지키기로 맹세 곧 언
약하였음이더라.

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의
이 분쟁 문제가 백성의 소리로 해결
되었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
의 소리가 자유파를 지지하매, 페이
호랜이 판사직을 유지하니, 이로 말

미암아 페이호랜의 형제들과 또한
많은 자유의 백성 가운데 크게 기뻐
함이 있었고, 이들이 또한 왕당파들
을 잠잠하게 하매, 저들이 감히 반대
하지 못하고 자유의 대의를 지키지
않을수없게되었더라.

8 이제 왕을 선호한 자들은 ㄱ높은
신분의 태생인 자들이었고, 그들은
왕이 되기를 구하였으니, 그들은 백
성들에 대한 권력과 권세를 추구하
는자들의지지를얻었더라.

9 그러나 보라, 이때는 니파이 백
성 가운데 그러한 분쟁이 있기에는
위급한 시기였으니, 이는 보라, 아맬
리카이아가 다시 레이맨인 백성의
마음을 충동하여 니파이인 백성을
대적하게 하고, 그의 땅 모든 지역으
로부터 군사들을 함께 모으며, 부지
런히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음이라,
이는 그가 모로나이의 피를 마시겠
다고ㄱ맹세했었음이더라.

10 그러나 보라, 우리는 그가 한
약속이성급한것이었음을보게되리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니파이
인들을 치러 오기 위하여 스스로 준
비하고자기군대도준비시켰더라.

11 이제 그의 군대는 수천이 니파
이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였으므
로, 이제까지 그랬던 것만큼 많지 아
니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의 손실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아맬리카이아는
놀랄 만큼 큰 군대를 끌어 모았던지
라,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내려오기
를두려워하지않게되었더라.

51 8ㄱ 안내교만. 9ㄱ 앨 49:26~27.



12 참으로 아맬리카이아가 레이
맨인들을 거느리고 친히 내려왔으
니, 때는 판사 치세 제이십오년이요,
또 이는 그들이 대판사 페이호랜에
관한 그들의 분쟁을 해결하기 시작
한것과같은때이었더라.

13 또 이렇게 되었나니 왕당파라
일컫는사람들이레이맨인들이그들
을 치려고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듣
고, 그 마음에 기뻐하여 무기 들기를
거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대판사와, 또한 자유의 ㄱ백성들에게
심히 노하였던지라, 자기 나라를 지
키기 위해 무기를 들려 하지 아니하
였음이더라.

1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
이가 이를 보고, 또한 레이맨인들이
그 땅의 경계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고는, 자기가 보전하기 위하여 그
토록 부지런히 수고해 온 그 백성의
완강함으로 인하여 심히 노하였더
라. 참으로 그가 심히 노하여, 그 영
혼이 그들에 대한 분노로 가득하게
되었더라.

1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백
성의 소리와 함께 나라의 통치자에
게 청원을 보내어, 그가 이를 읽고,
자기(모로나이)에게 이반자들을 강
제하여 그들의 나라를 지키게 하거
나 아니면 그들을 사형에 처할 수 있
는권세를줄것을요청하였더라.

16 이는그의첫째임무가백성중
의 그러한 분쟁과 다툼을 종식시키
는 것이었음이니, 이는 보라, 이것이

지금까지 그들의 모든 멸망의 한 원
인이었음이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
니 백성의 소리를 좇아 허락이 내려
졌느니라.

1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
이가 명령을 내리되 그의 군대가 왕
당파 사람들을 치러 가서, 그들의 교
만과 그들의 고귀한 신분을 헐어 내
리고 그들을 땅에까지 낮추든지, 그
렇지 아니하면 그들이 무기를 들고
자유의 대의를 지지하여야 할 것을
명하였더라.

1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군대가
그들을 치러 진군해 나아가,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고귀한 신분을 헐어
내리매, 그들이 모로나이의 병사들
을 대적하여 싸우고자 그들의 전쟁
무기를 들다가 베임을 당하여 땅에
눕히었느니라.

1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칼에 베
임을 당한 ㄱ이반자들이 사천이었고,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그
들의 지도자들은 잡혀 옥에 던져졌
으니, 이는 이 시기에 그들을 재판할
시간이없었음이라.

20 그리고 나머지 이반자들은 칼
에맞아땅에쓰러지기보다는자유의
기에 투항한지라, 강제로 그들의 망
대위에와, 그들의성읍에자유의ㄱ기
치를 게양하게 하고, 그들의 나라를
지키기위해무기를들게하였더라.

21 그리고 이같이 모로나이가 왕
당파를 종식시키매, 왕당파라는 호
칭으로 알려지는 자가 하나도 없게

428앨마서 51:12~21

13ㄱ 앨 46:10~16. 19ㄱ 앨 60:16. 20ㄱ 앨 46:12~13.



429 앨마서 51:22~31

되었으며, 또 이같이 그가 고귀한 혈
통을 주장하던 무리의 완강함과 교
만을 종식시키매, 그들이 낮아져서
그 형제들과 같이 스스로 겸손하여
졌고, 그들의 자유 곧 속박으로부터
의 자유를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게
되었더라.

22 보라이렇게되었나니 ㄱ모로나
이가 이같이 자기 백성 가운데 있은
전쟁과 다툼을 진압하고, 그들로 하
여금 평화와 문명을 받아들이게 하
고, 레이맨인들과의 전쟁에 대비한
준비를 하기 위하여 규정을 만들고
있는 사이, 보라, 레이맨인들이 해안
에 가까운 변경에 있는 모로나이 땅
에들어왔더라.

23 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
성에 있던 니파이인들이 충분히 강
하지 못하였던지라, 아맬리카이아가
그들을 몰아 내고 많이 죽였으며, 또
이렇게되었나니아맬리카이아가그
성을 점령하되, 참으로 그들의 방어
시설을다점령하였더라.

24 이에 모로나이 성에서 도망한
자들이 니파이하 성으로 왔고, 리하
이성의백성도스스로함께모여, 예
비하고레이맨인들을맞이하여싸울
준비가다되었더라.

25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아맬
리카이아가 레이맨인들의 니파이하
성 치러 감을 용납하고자 아니하고,
그들을 해안 가까이에 머무르게 하
되, 각성읍에병사들을남겨두어성

을지키며방어하게하였느니라.
26 또 이같이 저가 계속하여 많은

성읍을 니파이하 성과 리하이 성과
모리앤톤 성과 옴너 성과 기드 성과
뮬레크 성을 점령하였으니, 이 모두
는 바닷가에 가까운 동쪽 변방에 있
더라.

27 또 이같이 레이맨인들이 그들
의 무수한 군사로 그처럼 많은 성읍
들을아맬리카이아의계교로써손에
넣었나니, 이모두는모로나이가 ㄱ방
비를 강화하는 방식을 좇아 견고하
게 방비가 강화되었었으나, 이 모두
가 레이맨인들을 위하여 견고한 진
지를제공하게되었더라.

28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풍
요 땅의 경계로 진군하였으며, 그들
앞에서 니파이인들을 몰아 내며 많
이도륙하였느니라.

29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
이티앤쿰에게만난바되니, 저는모
리앤톤이도망할때그를 ㄱ죽이고그
의백성을가로막았던자더라.

30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저가 아맬
리카이아도 가로막았으니, 때에 그
가 풍요 땅과 또한 북방 땅을 점령하
고자 그의 수많은 군대와 더불어 진
군하고있었더라.

31 그러나 보라 그가 티앤쿰과 그
의 병사들에게 격퇴 당함으로 실망
하게 되었으니, 이는 티앤쿰의 각 병
사들은 출중한 전사들이었음이요,
그들은 그 힘과 그 전쟁의 기술이 레

22ㄱ 안내모로나이, 대장.
27ㄱ 앨 48:8~9.
29ㄱ 앨 50:35.



이맨인들보다 뛰어나므로, 그들이
레이맨인들에대하여우세를점하였
음이더라.

3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레이맨인들을 계속 쳐서, 날이 어둡
기까지 저들을 도륙하였더라. 그리
고 이렇게 되었나니 티앤쿰과 그의
병사들은 풍요 땅의 경계에 그들의
장막을 쳤고, 아맬리카이아는 변경
바닷가 해안에 저의 장막을 쳤으니
이처럼저들이쫓기었더라.

33 또이렇게되었나니밤이되매,
티앤쿰과 그의 종이 몰래 빠져나가
밤중에나가서아맬리카이아의진중
으로들어가니, 보라, 그들은낮동안
의 수고와 더위로 인해 몹시 피로한
까닭에깊이잠들었더라.

3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티앤쿰
이 왕의 장막에 몰래 숨어 들어가 저
의 심장에 창을 꽂으매, 그가 왕으로
즉사하게 하였으므로 저가 그 종들
을깨우지못하였더라.

35 이에그가다시몰래자기의장
막으로 돌아오니, 보라, 그의 병사들
도 자고 있는지라, 그들을 깨워서 자
기의 행한 일을 그들에게 다 고하였
더라.

36 또 레이맨인들이 깨어 그들을
공격할까 하여, 자기의 군대로 하여
금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게 하였
느니라.

37 이에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
한 판사 치세 제이십오년이 끝났고,
이에이같이아맬리카이아의생애가
끝나니라.

제 52 장

앰모론이 아맬리카이아를 이어 레이
맨인의 왕이 됨－모로나이, 티앤쿰
그리고 리하이가 니파이인들을 이끌
고레이맨인들에대한전쟁에서승리
함－뮬레크성이탈환되고조램인야
곱이죽임을당함. 주전66~64년경.

또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
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이십육년에,
보라, 레이맨인들이 정월 초하루 아
침에 깨어, 보라, 아맬리카이아가 자
기의 장막에서 죽어 있는 것을 발견
하였고, 또한 티앤쿰이 그 날 그들과
싸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을 보았
더라.

2 이에 이제 레이맨인들이 이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북방 땅으
로 행군하려던 그들의 계획을 버리
고 그들의 온 군대와 더불어 뮬레크
성으로 퇴각하여, 그들의 방어 시설
안에들어가피하였느니라.

3 또이렇게되었나니아맬리카이
아의 동생이 백성들 위에 왕으로 임
명되었으니, 그의 이름은 앰모론이
더라. 이리하여 아맬리카이아 왕의
동생 앰모론 왕이 그를 대신하여 다
스리도록임명되었더라.

4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자기
의 백성에게 명하여, 그들이 피 흘려
취한 그 성읍들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많은 피를 잃지 않고 취한 성읍
이하나도없었음이라.

5 이에 이제 티앤쿰이 본즉 레이

430앨마서 51:32~52:5



431 앨마서 52:6~15

맨인들이 그 취한 바 성읍들과 그들
이 점령한 지역들을 지키기로 결심
하였고, 또 본즉 그들의 수효가 심히
많은지라, 티앤쿰이 생각하기를 요
새지 안에 있는 그들을 공격하려 함
이적절하지못하다하고,

6 마치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같이 자기 병사들을 주변에 배치
하였더라. 이뿐 아니라 진실로 그는
주위에벽을 ㄱ쌓아올리고대피장소
를 예비함으로써, 그들로부터 스스
로를방어할준비를하고있었더라.

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는, 그
의 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모로나
이가 많은 수의 병사들을 보내 왔을
때까지 이같이 전쟁을 위한 준비를
계속하였더라.

8 그리고모로나이는또한그에게
명령을 전하여 포로를 모두 붙잡아
두라 하였으니, 이는 레이맨인들이
많은 포로를 사로잡았으므로, 레이
맨인들이 사로잡은 자들을 위한 몸
값으로 모든 레이맨인 포로들을 붙
잡아두고자함이더라.

9 그리고 모로나이가 또 그에게
명령을 전하여 풍요 땅의 방비를 강
화하고, 북방 땅으로 가는 ㄱ협로를
단단히 지켜, 레이맨인들이 그 지점
을 손에 넣고 그들을 사방으로 괴롭
힐 능력을 갖지 못하게 하도록 하였
더라.

10 또 모로나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지역을 충실히 지킬 것과,
혹시라도 그들의 손에서 빼앗긴 바

된 성읍들을 계책이나 또는 다른 방
법으로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이 미치
는 대로 그 지역의 레이맨인들을 많
이괴롭게할기회를찾을것과, 또한
레이맨인들의수중에떨어지지아니
한 주변 성읍들을 견고히 하고 방비
를강화할것을요청하였더라.

11 또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게
가기 원하나, 보라, 레이맨인들이 서
해에 인접한 땅의 경계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라, 보라, 내가 그들
을 치러 가므로 네게로 갈 수 없도다
하였더라.

12 이제 왕(앰모론)은 제이라헤믈
라땅에서떠났고, 또그형의죽음을
왕후에게 알리고, 많은 수의 병사를
모아 가지고, 서해에 인접한 변경의
니파이인들을치려고행군해나아갔
었더라.

13 또 이같이 그가 니파이인들을
괴롭혀서 그들 병력의 일부를 그 지
역으로 이끌어 내려 애쓰는 한편, 그
가 취한 성읍들을 점유하도록 남겨
둔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도 동해에
인접한변경의니파이인들을끊임없
이 공격하여, 그들의 힘이 미치는 한
그들 군대의 힘대로, 니파이인들의
땅을많이점령하라하였더라.

14 이리하여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이십육년이 끝날 때 니
파이인들은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었더라.

15 그러나보라, 판사치세제이십
칠년에 이렇게 되었나니 티앤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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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나이의 명령으로－모로나이는
그 땅의 남편과 서편 경계를 방위할
군대를 편성해 놓고, 자기의 군사로
티앤쿰을 도와 그들이 잃은 성읍들
을 되찾고자 풍요 땅을 향하여 그 진
군을시작하였더라－

1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티앤쿰
은 뮬레크 성에 공격을 가하여, 가능
하면 그것을 탈환하라는 명령을 받
았더라.

1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티앤쿰
이 뮬레크 성에 공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자기 군대와 더불어 레이맨인
들을 치러 진군하여 나아가나, 그가
본즉 그들이 그 요새지에 들어 있는
한 그들을 쳐 이기는 것이 불가능한
지라, 자기의 계획을 버리고 모로나
이가 오기를 기다려 자기 군대에 병
력을 받아들이고자 풍요로 다시 되
돌아왔더라.

18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
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이십칠년 말
미에, 모로나이가 그 군대와 더불어
풍요땅에도착하였더라.

19 그리고 제이십팔년 초에, 모로
나이와티앤쿰과다수의총대장들이
전쟁 회의를 열고－어떻게 하여야
레이맨인들로하여금싸우러나오게
할수있을지, 또는어떤방법으로그
들을 그 요새에서 꾀어내어 그들을
이기고 뮬레크 성을 다시 취할 수 있
을까를의논하였더라.

2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뮬레크
성을지키는레이맨인들의군대에게
로, 이름이 야곱인 저들의 지휘관에

게 사자를 보내어 저가 그 군대를 거
느리고 나와서 두 성읍 사이의 평지
에서 그들을 만나 줄 것을 요청하였
으나, 보라, 조램인이었던 야곱은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서 평지에서
그들을만나고자아니하더라.

2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
이는 공평한 입장에서 저들을 만날
가망이 없는지라, 그러므로 레이맨
인들을 저들의 요새에서 유인해 낼
한가지계획을결심하였더라.

22 그리하여 그는 티앤쿰으로 하
여금 소수의 병사를 이끌고 바닷가
가까이로 행군해 내려가게 하고, 모
로나이와 그의 군대는 밤에 뮬레크
성 서편 광야를 행군하였더라. 이리
하여 다음 날 레이맨인들의 파수꾼
들이 티앤쿰을 발견하고는, 달음질
하여 그것을 저들의 지휘관 야곱에
게고한지라.

2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
인들의 군대가 저들의 수효로 인해
생각하기를, 티앤쿰의 군사의 수가
적으므로그를이기겠다하고티앤쿰
을 치러 진군해 나아오거늘, 티앤쿰
이 레이맨인들의 군대가 그를 치러
나옴을보고북쪽으로바닷가가까이
로퇴각해내려가기시작하였더라.

2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
인들은 그가 도망하기 시작하는 것
을 보고, 용기를 얻어 힘차게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이같이 티앤쿰이 자
기들을 헛되이 추격하고 있는 레이
맨인들을 이끌어내고 있는 사이, 보
라, 모로나이가 자기와 함께 있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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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일부를 명하여 성으로 진군해
들어가그것을점령하게하였더라.

25 이에 그같이 그들이 행하여 성
을 지키기 위하여 남아 있던 자들을
다죽이니, 참으로그전쟁무기를내
어 놓지 아니하려는 자들을 다 죽였
더라.

26 또 이리하여 모로나이는 그의
군대의 일부로 뮬레크 성을 점령하
는 한편, 자신은 레이맨인들이 티앤
쿰을 추격하다가 돌아올 때 그들을
맞기 위하여 나머지와 더불어 진군
하였더라.

27 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
들이 풍요 성 가까이에 이르기까지
티앤쿰을 추격하다가 거기서 풍요
성을 지키기 위해 남아 있던 리하이
와소수의군대에맞닥뜨렸더니,

28 이에 이제 보라, 레이맨인들의
총대장들이 리하이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자기들을 치러 오고 있음을
보고, 리하이가 자기들을 따라잡기
전에 혹시라도 뮬레크 성에 닿지 못
할까 하여 큰 혼란에 빠져 도망하였
으니, 이는 저들이 저들의 행군으로
인하여 지쳤으나, 리하이의 군사들
은힘이새로웠음이더라.

29 이제 레이맨인들은 모로나이
가 그의 군대와 함께 저들의 후방에
있은 줄을 알지 못하였고, 저들이 두
려워한 모든 것은 리하이와 그의 병
사들이었더라.

30 이제 리하이는 저들이 모로나
이와그의군대를만나기까지저들을

따라잡기를원하지아니하였더라.
3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

인들은 멀리 퇴각하기도 전에 니파
이인들에게 에워싸였으니, 한편으로
는 모로나이의 군사들에게요, 다른
한편으로는 리하이의 군사들에게라,
이들은 다 힘이 새롭고 기운이 넘쳤
으나, 레이맨인들은 그들의 오랜 행
군으로인하여지쳤더라.

32 이에 모로나이가 자기의 군사
들을 명하여 그들이 그 전쟁 무기를
버릴 때까지 저들을 엄습하게 하였
느니라.

3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야곱은
저들의 지휘관이요, 또한 ㄱ조램인으
로서 불굴의 정신을 가졌더니, 저가
레이맨인들을이끌고나아와모로나
이를 대적하여 맹렬한 분노로 싸우
게하였더라.

34 모로나이가 자기들의 행군 진
로를 막고 있는지라, 그러므로 야곱
이 결심하고 그들을 도륙하여 뮬레
크 성에 이르는 길을 뚫고자 하였으
나, 보라, 모로나이와 그의 군사들은
더 강력하였던지라, 레이맨인들 앞
에서물러서지아니하였더라.

3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양편 모두 심히 큰 분노를 가지고 싸
웠고, 양측 모두에 도륙당한 자가 많
았으니 과연 그러하였으며, 모로나
이는 부상을 입고 야곱은 죽임을 당
하였느니라.

36 또 리하이가 그의 강한 병사들
과 더불어 저들의 후미를 맹렬히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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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매, 후미의레이맨인들은저들의
전쟁 무기를 내어 놓았고, 저들의 나
머지는 큰 혼란에 빠져 어디로 갈지
또는공격해야할지알지못하더라.

37 이제 모로나이가 저들의 혼란
을 보고 저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만일 너희의 전쟁 무기를 가지고 와
서 그것들을 내어놓으면, 보라, 우리
가 너희의 피 흘림을 삼가리라 하였
더라.

3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
인들이 이 말을 듣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저들의대장들이다나아와서
저들의전쟁무기를모로나이의발에
던지고, 또 저들의 병사들에게도 명
하여저들도그같이하게하였더라.

39 그러나보라, 그렇게하지않으
려는 자가 많았던지라, 그 칼을 내어
놓지 아니하려는 자들을 잡아 결박
하고 저들에게서 그 전쟁 무기를 빼
앗고, 강제로 그 형제들과 함께 행군
해 나아가 풍요 땅으로 들어가게 하
였더라.

40 또 이제 사로잡힌 포로들의 수
가 죽임을 당한 자들의 수보다 더 많
았으니, 양측 모두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보다도더많았더라.

제 53 장

레이맨인포로들이풍요성을견고히
하는데사용됨－니파이인들중의분
쟁이 레이맨인들의 승리를 초래함－
힐라맨이 암몬 백성의 청년 아들 이

천명을지휘함. 주전64~63년경.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저희가 레이맨
인 포로들 위에 감시병들을 세우고
그들을 강제하여, 나아가 그들의 죽
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또한 죽임
을 당한 니파이인들의 시체도 그리
하게 하되, 모로나이가 그들 위에 병
사들을 두어 그들이 그 일을 하는 동
안그들을지키게하였더라.

2 또 모로나이가 리하이와 함께
뮬레크 성으로 가서 그 성의 통제권
을 취하여 그를 리하이에게 주었으
니, 이제보라, 이리하이는모로나이
가 싸운 모든 전투 중 대부분의 전투
에서 모로나이와 함께 한 자요 또 그
는모로나이와 ㄱ같은자러니, 그들은
서로의 무사함을 기뻐하였더라. 참
으로 그들은 서로에게 사랑을 받았
고 또한 모든 니파이 백성에게도 사
랑을받았더라.

3 또이렇게되었나니레이맨인들
이 그들의 죽은 자와 또한 니파이인
들의 죽은 자 장사하기를 마친 후에
그들을 행군시켜 풍요 땅으로 돌아
가게 하매, 티앤쿰이 모로나이의 명
령으로 풍요 땅 또는 성 주위에 웅덩
이를 파는 일을 그들로 시작하게 하
였더라.

4 또 그들로 웅덩이의 안쪽 둑 위
에 목재로 ㄱ흉벽을 만들게 하매, 그
들이 목재로 된 흉벽에 대하여 웅덩
이로부터 흙을 던져 쌓아 올렸으니,
이같이저들이레이맨인들로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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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게 하기를 이윽고 목재와 흙
으로 된 심히 높은 견고한 성벽으로
풍요성주위를두르기까지한지라.

5 이에 이후로 이 성이 영원히 심
히견고한요새가되었더라. 또이성
에서 저들이 레이맨인 포로들을 감
시하였으니 참으로 곧 그들 스스로
의손으로짓게한성벽안에서라. 이
제모로나이는부득이레이맨인들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일하고
있는 동안 그들을 감시하기가 쉽고,
또 그가 레이맨인들에게 공격을 가
해야 할 때 그의 전 병력을 사용하기
를원하였던까닭이더라.

6 이에이렇게되었나니모로나이
가 이같이 레이맨인들의 가장 강대
한 군대 중 하나에게 승리를 거두고,
니파이 땅에서 레이맨인들의 가장
견고한 요새 중 하나였던 뮬레크 성
을 점령하였으며, 또 이같이 그의 포
로들을 붙잡아 두기 위한 요새도 또
한지었더라.

7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 해에는
그가 더 이상 레이맨인들과 싸우려
하지 않고 자기 병사들을 시켜 전쟁
을위한준비를하게하고, 또한레이
맨인들을 막기 위하여 방어 시설을
만들게 하고, 또한 기근과 고난에서
그들의 여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건지며 그들의 군대를 위한 식량을
마련하게하였더라.

8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인들 가운데 분쟁을 초래한,

그들 가운데 있은 어떤 음모로 말미
암아 모로나이가 없는 사이 서해 남
방에있던레이맨인들의군대가니파
이인들에게서어느정도의지역을빼
앗더니, 이윽고 그 지역에 있는 그들
의성읍을다수점령하였느니라.

9 이리하여그들스스로의가운데
있던 죄악으로 인하여, 참으로 그들
스스로의 가운데 있은 분쟁과 음모
로 인하여 그들은 지극히 위험한 상
황에놓이게되었더라.

10 또 이제 보라, 내가 암몬 ㄱ백성
에 관하여 무엇인가 말할 것이 있노
니, 이들이 처음에는 레이맨인이었
으나 암몬과 그의 형제들에 의해, 또
는그보다는하나님의권능과말씀에
의해 주께로 ㄴ돌이킨 바 되었고, 또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인도함을 받고
내려와 그때로부터 계속하여 니파이
인들의보호를받아왔었느니라.

11 또그들은그맹세로인하여그
형제들을 대적하여 무기를 들지 못
했었나니, 이는그들이 ㄱ결코다시는
피를 흘리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였
음이요, 또 자기의 맹세대로 그들은
멸망하였으리니, 참으로 암몬과 그
의 형제들이 그들에 대해 가졌던 연
민과 극진한 사랑이 아니었던들 그
들은 그 형제들의 손에 빠짐을 스스
로감수하였을것이라.

12 이에 이 연고로 그들은 제이라
헤믈라 땅으로 인도함을 받고 내려
와, 계속니파이인들의 ㄱ보호를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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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었느니라.
13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

이 위험과 또 자기들을 위하여 니파
이인들이 감당하고 있는 많은 고난
과 환난을 보고는 동정심을 발하여
그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무기
를들기ㄱ원하였더라.

14 그러나 보라, 그들이 바야흐로
그들의 전쟁 무기를 들려 하였을 때
힐라맨과 그의 형제들의 설득으로
제지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 세운
바 ㄱ맹세를 바야흐로 ㄴ깨뜨리려 하
였음이라.

15 또 힐라맨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그 영혼을 잃게 될까 두려워
하였나니, 그러므로 이 성약을 맺은
모든 자들은 어찌할 수 없이 그 형제
들이 이 당시 그들의 위험한 상황에
서 그들의 고난을 헤쳐 나가는 것을
바라볼수밖에없었느니라.

16 그러나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에게는 그 원수를 대적하여 스
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전쟁 무
기를 잡지 않겠다는 성약을 맺지 아
니한 아들들이 많이 있었더라. 그리
하여 그들은 이때에 무기를 들 수 있
는 자들이 다 함께 모여 스스로를 니
파이인이라칭하였더라.

17 그리고 니파이인들의 자유를
위해 싸우되, 참으로 자신들의 목숨
을 버리기까지 그 땅을 지키기로 성
약하였으니, 참으로 그들은 결코 그
들의 ㄱ자유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

하한경우에라도니파이인들과그들
자신을속박으로부터지키기위하여
싸울것을성약하였더라.

18 이제 보라, 이 성약을 맺고 그
나라를 지키고자 그 전쟁 무기를 잡
은저청년들이이천명이었더라.

19 또이제보라, 그들이지금까지
니파이인들에게 결코 장애가 된 일
이 없었던 것같이 이제 이 시기에 또
한큰힘이되었으니, 이는그들이그
전쟁 무기를 잡고 힐라맨이 자기들
의 지휘관이 되어 주기를 원하였음
이라.

20 또 그들은 다 청년들이었고
ㄱ용기와또한힘과활발함에있어심
히 용맹스러웠거니와, 보라, 이것이
모두가 아니라－그들은 무엇이든지
그맡은일에항상 ㄴ충실한자들이었
더라.

21 참으로 그들은 진실하고 진지
한 자들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
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정직하
게 ㄱ행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었음이
더라.

22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힐
라맨이 서해에 가까운 남방의 그 땅
경계에 있는 백성들을 돕고자 그의
ㄱ이천청년병사의머리가되어진군
하였더라.

23 그리고 이같이 니파이인 백성
에 대한 판사 치세 제이십팔년이 끝
났느니라.

436앨마서 53:13~23

13ㄱ 앨 56:7.
14ㄱ 안내맹세.

ㄴ 민 30:2.

17ㄱ 앨 56:47. 안내해방.
20ㄱ 안내용기, 용기 있는.

ㄴ 안내고결.

21ㄱ 안내걷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22ㄱ 앨 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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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모론과 모로나이가 포로 교환을
협상함－모로나이가 레이맨인들에
게 철수하고 살인적인 공격을 중지
할것을요구함－앰모론은니파이인
들이무기를버리고레이맨인들에게
복속될것을요구함. 주전63년경.

그리고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
치세 제이십구년 초에 ㄱ앰모론이 모
로나이에게 사람을 보내어 포로를
교환할것을희망하였느니라.

2 이에이렇게되었나니모로나이
가 이 요청에 심히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으니, 이는 레이맨인 포로들
을 부양하기 위하여 나누어 주고 있
는 식량으로 자기 백성을 부양하기
를 원하였음이요, 또한 자기의 백성
으로 자기의 군대를 강화하기 원하
였음이라.

3 이제레이맨인들은여자들과아
이들을 많이 잡아갔고, 모로나이의
포로 곧 모로나이가 잡았던 포로 가
운데는 여자나 아이가 하나도 없었
으므로, 모로나이는 가능한 한 레이
맨인들에게서많은니파이인포로들
을 받아 내고자 한 가지 계책을 정하
였더라.

4 그리하여 그가 서한을 한 통 써
서 앰모론의 종의 편에 보내었으니
곧 모로나이에게 서한을 가져온 그
종이더라. 이제 그가 앰모론에게 쓴

말이이러하니라이르되,
5 보라, 앰모론이여, 나는 네가 내

백성을대적하여벌여온이전쟁, 곧
다시말해네 ㄱ형이그들을대적하여
벌였고 그가 죽은 후 네가 여전히 계
속하고자 결심하고 있는 이 전쟁에
관하여얼마간네게썼노라.

6 보라, 내가하나님의 ㄱ공의와그
의 전능한 진노의 칼에 관하여 얼마
간네게말해주고자하노니, 네가회
개하고 너의 본토 곧 네 소유의 땅인
니파이 땅으로 네 군대를 거두지 아
니할진대, 그칼은과연너희머리위
에걸려있느니라.

7 참으로 네가 능히 이러한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다면 내가 이를 네게
이르리라. 참으로 나는 네가 회개하
고 너의 살인하려는 목적을 거두고,
네 군대와 더불어 너의 본토로 돌아
가지 아니할진대, 너나 네 형과 같은
그러한 ㄱ살인자들을 맞으려고 기다
리고있는저끔찍한 ㄴ지옥에관하여
네게이르리라.

8 그러나 네가 일찍이 이러한 것
을 거부하고 주의 백성을 대적하여
싸워 왔으니, 네가 다시 그리할 줄로
내가기대하여도좋으리라.

9 또 이제 보라, 우리는 너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니라. 그뿐 아니라
네가 네 목적을 거두지 아니할진대,
보라, 너는 네가 거부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 위에 끌어내리리니, 너
희가온전히멸망당하리라.

54 1ㄱ 앨 52:3.
5ㄱ 앨 48:1.
6ㄱ 안내공의.

7ㄱ 앨 47:18, 22~24. 
안내살인하다.

ㄴ 안내지옥.



10 그러나 주께서 살아 계심같이
너희가 물러가지 아니할진대, 우리
의 군대가 너희를 엄습하리니 너희
가곧죽음을당하게되리라. 이는우
리가 우리의 성읍들과 우리의 땅을
보전할 것임이요, 또한 우리의 종교
와 우리 하나님의 대의를 지킬 것임
이니라.

11 그러나 보라, 내 생각에 내가
이러한 일에 관하여 네게 말함이 헛
되도다. 또는 내 생각에 너는 지옥의
ㄱ자식이로다. 그러므로 내가 포로를
교환하지않겠다고네게고함으로써
나의 서한을 끝마치려 하노라. 그러
나만일너희가포로한명에대하여,
남자 한 명과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을
넘겨주겠다는 조건이라면 가하리니,
너희가 그리할 것 같으면 내가 교환
하리라.

12 또보라, 너희가이리하지아니
하면 내가 나의 군대와 더불어 너희
를치러갈것이라. 참으로내가나의
여자들과나의아이들까지도무장시
키고 너희를 치러 가서, ㄱ우리의 첫
번 기업의 땅인 너희의 본토까지라
도 너희를 따라가리니, 정녕 그때 피
에는 피로, 참으로 생명에는 생명으
로갚음이될것이며, 또너희가지면
에서 멸절되기까지 내가 너희와 싸
우리로다.

13 보라, 나는노하였고나의백성
들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우리를 죽
이기를 구하였거니와 우리는 다만

스스로를 지키기를 구하였노라. 그
러나보라, 만일너희가더이상우리
를 멸하기를 구할진대 우리는 너희
를 멸하기를 구할 것이요 또한 우리
는 우리 땅, 우리 첫 번 기업의 땅을
구하리로다.

14 이제나는내서한을끝맺노라.
나는 모로나이요 니파이 백성의 지
휘관이니라.

15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앰모론
이 이 서한을 받고 노하여 모로나이
에게 또 다른 서한을 썼으니 그가 쓴
말이이러하니라. 이르되,

16 나는 레이맨인의 왕 앰모론이
요 너희가 ㄱ살해한 아맬리카이아의
동생이니라. 보라, 내가 그의 피를 너
희에게갚아주리라. 또내가나의군
대와더불어너희를치리니나는너희
의위협을두려워하지아니함이니라.

17 이는보라, 너희의조상들이그
형제들에게 부당히 행하여, 다스림
에 대한 권리가 당연히 그들에게 속
하였음에도 그들에게서 그들의 ㄱ권
리를빼앗았음이니,

18 이제보라, 만일너희가너희의
무기를 내려놓고 스스로 복종하여
다스릴 권한을 당연히 지닌 자들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면, 그리하면 내
가 내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무기
를 내려놓게 하고 더 이상 싸우지 않
게하리라.

19 보라, 너희는 나와 내 백성에
대하여 많은 위협을 내뿜었으나, 보

438앨마서 54:10~19

11ㄱ 요 8:42~44.
12ㄱ 니후 5:5~8.
16ㄱ 앨 51:34.

17ㄱ 니후 5:1~4; 
모사 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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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우리는 너희의 위협을 두려워하
지아니하노라.

20 그럼에도 나의 전사들을 위한
나의 식량을 보전하기 위해 기쁘게
너희의 요구대로 포로들을 교환할
것을 허락하노니, 우리는 니파이인
들을 우리의 권세에 복종시키든지,
아니면 그들을 영원히 멸절시킬 때
까지영원히전쟁을수행하리라.

21 또 너희의 말에 우리가 거부하
였다 한 그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보
라, 우리는 그러한 존재를 알지 못하
며, 너희도 알지 못하거니와 만일 그
러한 존재가 있다 할진대, 모르긴 해
도 그가 너희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었을것이라.

22 또만일악마나지옥이있다할
진대, 보라너희가살해한나의형곧
너희가 그러한 곳에 갔으리라고 비
친 나의 형과 함께 거하도록 그가 너
희를 거기로 보내지 않겠느냐? 그러
나 보라, 이러한 일들은 아무 상관이
없도다.

23 나는 앰모론이요, 너희 조상들
이 억지로 예루살렘에서 이끌어 낸
ㄱ조램의후손이니라.

24 또 이제 보라, 나는 담대한 레
이맨인이니라. 보라, 이 전쟁을 치뤄
온 것은 그들이 받은 부당함을 갚기
위한 것이며 다스림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지키고 또 얻기 위한 것이니
모로나이에게 보내는 나의 서한을
끝맺노라.

제 55 장

모로나이가 포로 교환하기를 거절
함－레이맨인파수꾼들이꾀임에빠
져 술에 취하고 니파이인 포로들이
풀려남－피흘림이없이기드성을탈
환함. 주전63~62년경.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가
이 서한을 받고 더욱 노하였으니, 이
는 앰모론이 스스로의 ㄱ기만에 대하
여 완전히 알고 있는 줄을 그가 알고
있었음이라. 참으로 그는 앰모론으
로 하여금 니파이 백성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게 한 것이 정당한 대의
가 아니라는 것을 앰모론 자신이 알
고있다는것을알고있었더라.

2 이에그가이르되, 보라, 내가나
의 서한에서 말한 것같이 나는 앰모
론이 그 목적을 철회하기 전에는 그
와 포로를 교환하지 아니하리니, 이
는 그가 이미 가진 것보다 조금이라
도더많은세력을갖게해주지아니
할것임이라.

3 보라, 레이맨인들이 그 포로로
잡은 바 나의 백성을 어디에 두고 지
키고 있는지 그 장소를 내가 아노니,
앰모론이 나의 서한의 요구를 듣지
않으려한즉, 보라내가내말대로그
에게 해 주어 참으로 그들이 화평을
간청할 때까지 그들 가운데서 죽음
을구하리라하였느니라.

4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
나이가 이 말을 하고 나서, 혹 자기

23ㄱ 니전 4:31~35. 55 1ㄱ 앨 47:12~35.



병사들 가운데 레이맨의 후손인 자
를 찾을 수 있을까 그들 중에 찾아보
게하였더라.

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하나를 찾았으니, 그의 이름은 레이
맨이요그는아맬리카이아에게살해
당한왕의종들가운데ㄱ하나더라.

6 이제모로나이가레이맨과소수
의 자기 병사들로 하여금 니파이인
들을 지키고 있는 감시병들에게로
나아가게하였으니,

7 이제 니파이인들은 기드 성에
갇혀 감시를 받고 있었으므로, 모로
나이가 레이맨을 지명하고 소수의
병사들로 하여금 그와 함께 가게 하
였더라.

8 이에 저녁이 되매 레이맨이 니
파이인들을 지키는 감시병들에게로
갔으니, 보라, 그들이 레이맨이 옴을
보고 그에게 소리를 지른지라, 그가
그들에게이르되, 두려워말라. 보라,
나는 레이맨인이니라. 보라 우리는
니파이인들에게서 도망하였고 그들
은 자고 있느니라. 또 보라, 우리가
저희의 포도주를 조금 마시고 여기
가져왔느니라하였더라.

9 이제 레이맨인들이 이 말을 듣
고 기쁘게 그를 맞이하고 그에게 이
르되, 네 포도주를 우리에게 조금 주
어 우리로 마시게 하라. 우리가 지쳤
은즉 너희가 이같이 포도주를 가져
온것이기쁘도다하였더라.

10 그러나 레이맨이 그들에게 이
르되, 우리가 니파이인들을 대적하

여 싸우러 갈 때까지 우리의 포도주
를 간직해 두자 하였더라. 그러나 이
말은 저희로 더욱 그 포도주를 마시
고싶게할따름이었으니,

11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지쳤은
즉 우리로 그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또 니파이인들을 치러 가도록 우리
로 힘이 나게 할 포도주는 차차 우리
의배급으로받게되리라하였더라.

12 이에 레이맨이 그들에게 이르
되, 너희뜻대로하라하였더라.

1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거리낌 없이 그 포도주를 마신즉, 그
것이 그들의 입맛에 맞는지라, 그러
므로 그들이 더욱 거리낌 없이 마셨
으니이는진하게빚은독주였더라.

1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마시고 즐거워하다가 점차 모두 취
해버렸더라.

15 이에이제그들이다취하여깊
이 잠든 것을 레이맨과 그의 병사들
이 보고 모로나이에게 돌아와 일어
난모든일을그에게보고하매,

16 이제 이는 모로나이의 계획대
로였더라. 이에 모로나이가 자기 군
사들을 전쟁 무기로 예비시켜 두었
다가, 레이맨인들이 깊이 잠들어 취
해 있는 동안 기드 성으로 가서 갇힌
자들에게 전쟁 무기를 던져 넣어주
매, 그들이다무장하였더라.

17 참으로 모로나이가 그 갇힌 자
들을 다 무장시켰을 때, 그들의 여자
들과 그들의 아이들에게까지 전쟁
무기를 다룰 수 있는 자에게는 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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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주었고, 또 그 모든 일은 극히
조용한가운데행하여졌더라.

18 그러나 그들이 레이맨인들을
깨웠더라도 보라 저들은 취해 있었
으므로, 니파이인들이 저들을 죽일
수있었을것이라.

19 그러나 보라, 이는 모로나이가
원하는바가아니었으니그는살인이
나 ㄱ유혈을기뻐하지않았고, 도리어
그의백성을멸망에서구원함을기뻐
하였으며, 이러한 까닭에 그는 자신
에게불의를초래하지아니하려고술
에취해있는레이맨인들을엄습하여
그들을멸하고자아니하였더라.

20 그러나 그는 자신의 원하는 바
를 달성하였으니, 이는 그 성의 성벽
안쪽에 있는 저 니파이인 포로들을
무장시키고 성벽 안쪽 지역을 점령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었음
이라.

21 또그러고나서그는자기와함
께 한 병사들로 하여금 그들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서 레이맨인들의 군
대를둘러싸게하였더라.

22 이제 보라, 이 일이 밤중에 행
하여졌으므로 아침에 레이맨인들이
깨어나 본즉, 밖으로는 자기들이 니
파이인들에게 둘러싸였고, 안으로는
자기의 포로들이 무장을 갖추고 있
는지라.

23 그러므로 그들은 니파이인들
이 자기들을 이긴 것을 보고 이러한
상황에서니파이인들과싸우는것이
무모한 줄 깨달은지라, 그러므로 그

들의 총대장들이 그들의 전쟁 무기
를 내놓으라 하고 이를 가지고 나아
와 니파이인들의 발에 던지고는 자
비를구하더라.

24 이제 보라, 이것이 모로나이가
원하던 것이라. 그가 그들을 전쟁 포
로로 잡고, 성을 점령하고, 니파이인
인 포로들을 다 석방하게 하매, 이들
이 모로나이의 군대에 합하여 그의
군대에큰힘이되니라.

25 또이렇게되었나니그가그포
로로 잡은 레이맨인들로 하여금 기
드 성 주위로 방어 시설을 강화하는
ㄱ노역을시작하게하였더라.

26 또이렇게되었나니그가그원
하는 대로 기드 성을 견고히 하고 나
서 그의 포로들을 풍요 성으로 데려
가게 하고, 또한 심히 강한 병력으로
그성을지키게하였더라.

2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레이맨인들의모든술책에도불구하
고 그 잡은 포로들을 다 지켜 보호하
였고, 또한그탈환한모든지역과유
리한형세도유지하였더라.

2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인들이 다시 이기기 시작하며, 그들
의 권리와 그들의 특권을 되찾기 시
작하였더라.

29 여러 차례 레이맨인들이 밤에
그들을 에워싸려 하였으나, 그러하
다가많은포로를잃었더라.

30 또 여러 번 그들이 니파이인들
에게 그들의 포도주를 먹여 독으로
나 혹은 술 취함으로 그들을 멸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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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더라.
31 그러나 보라, 니파이인들은 그

들의 고난의 때에 주 그들의 하나님
ㄱ기억하기를 더디 하지 아니하였더
라. 그들은저들의올무에잡힐수없
었으니, 참으로 그들은 레이맨인 포
로 몇몇에게 먼저 주어보지 않고는
그들의 포도주를 마시려 하지 아니
하였더라.

32 이에 그들이 이같이 조심하여
그들 가운데 독이 베풀어지지 못하
게 하였으니, 이는 만일 그들의 포도
주가 레이맨인에게 독이 될 것이면
니파이인에게도 역시 독이 될 것임
이라, 이같이 그들이 그들의 모든 술
을시험하였더라.

33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
나이가 모리앤톤 성을 공격할 준비
를 할 필요가 생겼으니, 이는 보라,
레이맨인들이그부역으로모리앤톤
성을 견고하게 하여, 이윽고 그것이
심히견고한요새가되었음이라.

34 또 그들이 끊임없이 새 병력과
또한 새로이 공급하는 식량을 그 성
에투입하고있었음이라.

35 또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치세제이십구년이끝났느니라.

제 56 장

힐라맨이모로나이에게서신을보내
어 레이맨인들과의 전쟁 상태를 말
해줌－앤티푸스와힐라맨이레이맨
인들에게큰승리를거둠－힐라맨의

이천 명의 청년 아들들이 기적적인
힘으로 싸우고 그들 중 하나도 죽임
을당하지아니함. 1절, 주전62년경.
2~19절, 주전66년경. 20~57절, 주전
65~64년경.

또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 치세
제삼십년 초 곧 정월 초이튿날, 모로
나이가힐라맨으로부터그지역백성
들의일을말하는서신을받았더라.

2 그리고 그가 쓴 말이 이러하니
라. 이르되, 우리전쟁의환난가운데
서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도 나의 지
극히 사랑하는 형제 모로나이여, 보
라, 내 사랑하는 형제여, 내가 이쪽
지역에서행하여지는우리의전쟁에
관하여 그대에게 무엇인가 말할 것
이있노라.

3 보라, 암몬이 니파이 땅에서 인
도해내려온그사람들의 ㄱ이천명의
아들들이－이제 이들이 우리 조상
리하이의장자였던레이맨의후손들
인줄그대가이미알고있나니,

4 이제 그들의 전통이나 그들의
믿지 않음에 관하여 내가 그대에게
말할 필요가 없음은 그대가 이 모든
일에대하여알고있음이라－

5 그러므로 나로서는 이 이천 명
의 청년들이 그들의 전쟁 무기를 잡
고 내가 그들의 지휘관이 되어 주기
를 원하여 이에 우리가 우리 나라를
지키고자나아왔음을그대에게말하
는것으로족하도다.

6 또 이제 그대는 또한 그들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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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들이맺은바, 곧피를흘리기위
하여 그 형제들을 대적하여 전쟁 무
기를 들지 않겠다고 한 그 ㄱ성약에
관하여도알고있도다.

7 그러나 제이십육년에 그들로 인
한우리의고난과우리의환난을그들
이보고는, 바야흐로그맺은바성약
을 ㄱ깨뜨리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 그
들의전쟁무기를들려하였느니라.

8 그러나 나는 그들이 그 맺었던
이 성약을 깨뜨리는 것을 용납하고
자 아니하였으니, 나는 그들이 취했
던 맹세를 이룸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이상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이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시리라 생각
하였음이라.

9 그러나 보라, 여기 우리가 크게
기뻐할 일이 한 가지 있도다. 보라,
제이십육년에 나 힐라맨은 이 이천
명의 청년들을 이끌고 그대가 그 지
역 백성들의 지휘관으로 임명한 앤
티푸스를 돕기 위해 유디아 성으로
진군하였도다.

10 그리고나의이천아들들을(이
는 그들이 아들이라 불리기에 합당
함이라) 앤티푸스의 군대에 합류시
키매 이 병력을 앤티푸스가 심히 기
뻐하였으니, 이는 보라, 저의 군대가
레이맨인들에 의해 감소되었었음이
라. 이는 그들의 병력이 우리 병사를
허다히 죽인 까닭이니 이로 인해 우
리가애통해야하리로다.

11 그러할지라도 그들이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하나님의 대의를 위

하여죽었고, 과연그러하며, 이에지
금 ㄱ행복하다는이점에서우리가위
로를받을수있으리라.

12 그리고 또한 레이맨인들도 많
은 포로들을 억류하고 있었는데 그
들은 다 총대장들이라, 이는 그들이
다른 자들은 아무도 살려 두지 아니
하였음이라, 우리 생각으로는 그들
이 지금 이 시간에 니파이 땅에 있나
니 만일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
하였으면그러하니라.

13 또이제, 이는레이맨인들이그
처럼 많은 우리의 용감한 병사들의
피를흘리고점령한성읍들이라. 곧,

14 맨타이땅곧맨타이성과지에
즈롬 성과 쿠메나이 성과 앤티파라
성이니라.

15 이는 내가 유디아 성에 이르렀
을 때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성읍들
이며, 또 나는 앤티푸스와 그의 병사
들이 성을 견고히 하기 위해 그 힘을
다하여 애쓰며 일하는 것을 보았느
니라.

16 참으로 또한 그들은 사기뿐 아
니라 체력도 저하되어 있었나니, 이
는 그들이 그들의 성들을 지키기 위
하여 낮으로는 용맹히 싸우고 밤으
로는 애쓰며 일하였음이라, 이리하
여 그들은 온갖 큰 고난을 다 당하였
더라.

17 이제 그들은 이 곳에서 이기든
지 아니면 죽을 결심을 하고 있었나
니, 그러므로내가데려온이적은병
력, 곧나의저아들들이그들에게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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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과 많은 기쁨을 주었음을 그대
가가히짐작할수있으리라.

18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
맨인들이 앤티푸스가 그의 군대에
더 큰 병력을 받은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앰모론의명령으로강제되어
유디아 성을 곧 우리를 대적하여 싸
우러오지못하였느니라.

19 이에 이같이 우리가 주께 은혜
를 입었나니, 이는 우리가 이렇게 약
할 때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였더라
면 아마도 그들은 우리의 작은 군대
를 멸하였을 것임이라. 그러나 이같
이우리가보전되었느니라.

20 그들은 앰모론으로부터 그들
이 취한 성읍들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이같이 제이십육년이 끝
났느니라. 그리고 제이십칠년 초에
우리는 우리의 성과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준비를갖추었느니라.

21 이제 우리는 레이맨인들이 우
리를 공격해 오기를 원하였으니, 이
는우리가그요새안에들어있는적
에게 공격을 가하기를 원하지 아니
하였음이라.

2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레이맨인들이밤에든지혹은낮에든
지, 우리를 지나쳐 북방에 있는 우리
의 다른 성읍들을 공격하지 않도록,
레이맨인들의동향을살필정탐들을
주변에두었느니라.

23 이는 그 성읍들이 그들을 맞을
만큼 충분히 강하지 못한 줄을 우리
가 알았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만
일 그들이 우리 곁을 지나쳐 간다면

그들의 후미에서 그들을 엄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선두에서
맞닥뜨림과 동시에, 후미에서 그들
을 몰아세우기 원하였느니라. 우리
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였
으나 보라, 이러한 우리의 바람은 실
망으로끝났느니라.

24 그들은 족히 강하지 못하여 패
할까 두려워하여, 그들의 온 군대와
함께 일지라도 감히 우리 곁을 지나
려 하지 아니하였고, 일부와 함께라
도감히그리하지못하였으며,

25 감히 제이라헤믈라 성을 치러
진군해 내려가지도 못하였고, 감히
시돈 강의 발원지를 건너 니파이하
성으로가지도못하더라.

26 그리하여 그들의 병력으로 그
들은 그 취한 성읍들을 지키기로 결
심하였더라.

27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금년 이월에는, 나의 이천 아들들의
부친들로부터많은물자가우리에게
전달되었더라.

28 그리고 또한 제이라헤믈라 땅
으로부터 이천 명의 병사가 우리에
게로 보내어졌으니, 이리하여 우리
는만명의병사와또그들과또한그
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를 위한 물
자로준비가갖추어졌느니라.

29 이에 레이맨인들은 우리의 전
력이 날로 증가하고 우리를 지원하
는 물자가 도착하는 것을 보고 두렵
게 여기기 시작하여, 가능하면 우리
의 물자와 병력 받는 것을 종식시키
고자출병하기시작하더라.

444앨마서 56: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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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제 레이맨인들이 이처럼 불
안해 하기 시작함을 우리가 보고, 우
리는 그들에게 한 가지 계략을 시행
하기 원하였나니, 그러므로 앤티푸
스가 명하여 나로 하여금 나의 어린
아들들과 더불어, 마치 우리가 한 이
웃 성읍으로 물자를 운반하고 있는
것같이 한 이웃 성읍으로 진군하게
하였느니라.

31 또 우리는 앤티파라 성 가까이
로, 마치그너머바닷가변경에있는
성읍으로 가고 있는 듯 진군하게 되
어있었느니라.

3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마치 우리의 물자를 가지고 가는 것
같이, 그 성으로 가기 위하여 진군해
나아갔느니라.

33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앤티푸스
가 그의 군대의 일부와 함께 진군하
여 나아가고, 나머지는 성을 지키도
록남겨두었으되, 내가나의작은군
대와 더불어 나아가 앤티파라 성 가
까이이르기까지는진군하지아니하
였느니라.

34 또 이제 앤티파라 성에는 레이
맨인들의 가장 강한 군대, 참으로 가
장 수가 많은 군대가 주둔해 있었느
니라.

3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은
자기의 정탐들로부터 보고를 받자,
그들의 군대와 더불어 나아와 우리
를향해진군하여왔느니라.

3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그들 앞에서 북쪽으로 도망하였고
그렇게함으로써우리가레이맨인들

의가장강력한군대를유인해내되,
37 참으로 상당한 거리까지 유인

해 내었던지라, 이윽고 그들이 앤티
푸스의 군대가 그 힘을 다하여 그들
을따르는것을보았을때, 우로나좌
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우리 뒤를 곧
바로 따르며 행군하였으니, 우리의
짐작으로는앤티푸스가그들을따라
잡기 전에 우리를 도륙하려는 것이
그들의 의도였으며, 이는 그들이 우
리의백성들에게포위당하지아니하
려함이었으리라.

38 또 이제 앤티푸스는 우리의 위
험을 보고는 그의 군대로 하여금 더
욱 빨리 행군하게 하였더라. 그러나
보라, 때가 밤이었던고로 그들이 우
리를따라잡지못하였고앤티푸스도
그들을 따라잡지 못하였더라. 그리
하여우리는밤동안진을쳤느니라.

39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아침이 밝
기 전에, 보라, 레이맨인들이 우리를
추격하고 있더라. 이제 우리가 그들
과 더불어 싸울 만큼 족히 강하지 아
니하였고, 참으로 나는 나의 어린 아
들들이 그들의 수중에 드는 것을 용
납하고자 아니하였으므로, 우리는
행군을 계속하여 광야로 행군해 들
어갔느니라.

40 이제 그들은 포위될까 하여 감
히 우로나 좌로 돌이키려 아니하였
고, 나도 그들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리가 그들을 대항하지 못하고 죽
임을 당할 것과 그들이 벗어나 버릴
것을 염려하여, 우로나 좌로 돌이키
려 아니하였나니, 이리하여 우리는



그 날 종일토록 어둡기까지 광야로
도망해들어갔느니라.

41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다시 아침
이 밝았을 때 우리가 본즉 레이맨인
들이 우리에게 임하였는지라, 우리
가그들앞에서도망하였느니라.

42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
이 우리를 멀리 추격하지 아니하여
멈추었으니, 때는 칠월 삼일 아침이
었느니라.

43 또 이제 그들이 앤티푸스에게
따라잡혔는지우리가알지못하였으
나 내가 나의 병사들에게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모르긴 해도 그들이 멈
춘 것은 우리로 그들을 치러 오게 하
여 그들의 올무로 우리를 잡으려 함
이라.

44 그러므로 나의 아들들아, 너희
의견에는 어떠하냐? 그들을 대적하
여싸우려가려느냐하였나니,

45 이제 내 사랑하는 형제 모로나
이여, 내가 그대에게 이르거니와 그
처럼 큰 ㄱ용기를 내가 일찍이 본 적
이 없었나니, 아니 온 니파이인 가운
데서도보지못하였노라.

46 내가 일찍이 그들을 내 아들들
이라고 한 것같이 (이는 그들이 모두
매우 젊었음이라) 그들이 바로 그렇
게 내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보소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
니 그는 우리가 쓰러지는 것을 용납
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하오니
우리로 가게 하소서. 우리의 형제들
이 우리를 가만히 둔다면 우리도 그

들을 죽이지 아니하리니 그런즉 우
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앤티
푸스의 군대를 이길까 하나이다 하
였느니라.

47 이제그들은결코싸워본일이
없으나죽음을두려워하지아니하였
나니,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생각
하는것보다, 그들의아버지의 ㄱ자유
를 더 생각하였느니라. 참으로 그들
은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
을 건지실 것이라는 가르침을 그들
의ㄴ어머니에게서받았었더라.

48 또 그들은 그들의 어머니의 말
을 내게 들려주었나니, 우리의 어머
니들이 이를 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않나이다하였느니라.

4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나
의 이천 명과 더불어, 돌이켜 우리를
추격하던이레이맨인들을향하였더
니, 이제보라, 앤티푸스의군대가그
들을 따라잡아 맹렬한 전투가 시작
되었더라.

50 앤티푸스의 군대는 그처럼 짧
은 시간에 먼 거리를 행군하였음으
로 인하여 지쳤던지라, 바야흐로 레
이맨인들의 수중에 빠지려 하고 있
었나니, 내가 나의 이천 명과 더불어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그 목
적을달성하였을것이라.

51 이는 앤티푸스와 그의 많은 지
휘관들이 그들의 급속한 행군으로
말미암아 지친 까닭에, 칼에 쓰러졌
음이라－그러므로 앤티푸스의 병사
들은그들의지휘관들의쓰러짐으로

446앨마서 56: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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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혼란에 빠져, 레이맨인들 앞
에서후퇴하기시작하였느니라.

5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
인들이 용기를 얻어 그들을 추격하
기 시작하였고, 이리하여 레이맨인
들이 크게 기세를 올려 그들을 추격
하고있을때, 힐라맨이그의이천명
과 더불어 그들의 후미에 임하여 그
들을 심히 도륙하기 시작하매, 마침
내 레이맨인들의 온 군대가 멈추어
힐라맨에게로돌이키니라.

53 이제 앤티푸스의 백성들은 레
이맨인들이 돌이킨 것을 보고, 그들
의 병사를 모아가지고 다시 레이맨
인들의후미에닥쳤느니라.

54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우
리 니파이 백성, 곧 앤티푸스의 백성
과 나와 나의 이천 병사가 레이맨인
들을 포위하고 그들을 도륙하매, 마
침내 그들이 어찌할 수 없이 그들의
전쟁 무기를 내어 놓고 스스로 투항
하여전쟁포로가되니라.

55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
이 우리에게 항복하고 난 후, 보라,
내가 나와 함께 싸운 그 청년들이 많
이 죽임을 당하였을까 염려하며 그
들을세어보았느니라.

56 그러나보라, 기쁘게도그들중
ㄱ한명도땅에쓰러진자가없었느니
라. 그뿐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힘
을 지닌 듯 싸웠나니, 참으로 사람들
이 아는 바로 그처럼 기적적인 힘을
지니고 싸운 사람들이 없었으며, 그
처럼 큰 능력으로 그들이 레이맨인

들을 엄습하여 그들을 두렵게 한지
라, 이 까닭에 실로 레이맨인들이 투
항하여전쟁포로가된것이더라.

57 이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포로
들을감시하며그들을레이맨인들로
부터 지킬 장소가 없으므로, 우리가
그들과 앤티푸스의 군사 중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병사 일부를 함께 제
이라헤믈라 땅으로 보냈으며, 나머
지는내가취하여나의젊은 ㄱ암몬인
들에게 합류시키고 유디아 성으로
행군하여돌아왔느니라.

제 57 장

힐라맨이 앤티파라를 취한 일과 쿠
메나이의 항복 및 나중에 이를 방어
한 일을 말함－그의 암몬인 청년들
이 용감하게 싸우고 모두 부상하였
으나 한 명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
함－기드가레이맨인포로들을도륙
한 일과 그들이 도주한 것을 보고함.
주전63년경.

또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왕 앰
모론으로부터 우리가 잡은 그 포로
들을 내가 만일 넘겨주면 그가 앤티
파라 성을 우리에게 넘겨주겠다고
하는서한을받았느니라.

2 그러나 나는 왕에게 서한을 보
내어 우리는 우리의 병력이 우리 힘
으로 앤티파라 성을 취하기에 족한
줄로 확신하며, 그 성을 얻기 위하여
포로들을넘겨줌으로써우리는스스

56ㄱ 앨 57:25; 58:39. 57ㄱ 앨 27:26; 53:10~11, 16.



로를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다만 우리는
교환하는 조건으로 우리의 포로를
넘겨줄수있을뿐이라고하였더라.

3 이에 앰모론이 나의 서한을 거
절하였으니 이는 그가 포로 교환하
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
므로 우리는 앤티파라 성을 치러 갈
준비를하기시작하였더라.

4 그러나앤티파라의백성들은그
성을 떠났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들의다른성읍들로도망하였으니
이는 그 성읍들을 견고히 하려 함이
었더라. 그리하여 앤티파라 성은 우
리수중에떨어졌느니라.

5 이같이판사치세제이십팔년이
끝났느니라.

6 또이렇게되었나니제이십구년
초에 우리는 제이라헤믈라 땅과 그
주변의 땅으로부터 물자의 공급과
또한 우리의 군대에 대한 증원을 받
았으니, 곧육천명의수에이르는병
사와그외에암몬인들의 ㄱ아들육십
명이라, 이들 육십 명은 그들의 형제
곧 나의 이천 명으로 된 소부대와 합
류하기 위하여 왔었더라. 이에 이제
보라, 우리는 강하였고, 참으로 우리
에게는 가져온 물자도 또한 넉넉하
였느니라.

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의
원하는 바는 쿠메나이 성을 방어하
기 위하여 배치되어 있는 군대와 전
투를벌이는것이었도다.

8 또 이제 보라, 우리가 얼마 있지

아니하여 우리의 원하는 바를 성취
하였음을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라.
참으로 우리의 강한 병력으로써, 아
니 우리의 강한 병력의 일부로써, 그
들이 물자 공급을 받기 얼마 전에 우
리는 밤에 쿠메나이 성을 에워쌌느
니라.

9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가 여
러 밤을 쿠메나이 성을 둘러 진을 치
고 있었더라.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칼을 베고 자며 또 보초를 세웠던지
라, 레이맨인들이 밤에 우리를 습격
하여 우리를 도륙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이를 여러 번 시도하였지만
그들이 이를 시도할 때마다 그들의
피가흘렀느니라.

10 드디어 그들의 물자가 도착하
였고, 바야흐로 그들이 밤에 성으로
들어가려 하였더라. 그런데 우리는
레이맨인이 아니라 니파이인이었던
지라, 우리는 그들을 잡고 그들의 물
자를빼앗았느니라.

11 또 레이맨인들은 이처럼 그 보
급이 차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성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있었으므로, 우리는 그 물자를 취하
여 유디아로 보내고 우리의 포로들
은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보낼 필요
가생겼더라.

12 또 이렇게 되었나니 여러 날이
지나지아니하여레이맨인들이구조
의 소망을 다 잃기 시작한지라, 그러
므로 그들이 그 성을 우리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리하여 우리는 쿠메나

448앨마서 5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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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을 취하려는 우리의 계획을 달
성하였느니라.

13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
포로들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우리
의수효가막대하였음에도불구하고
우리는 부득이 그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전 병력을 사용하거나 아니
면 그들을 처형할 수밖에 없게 되었
느니라.

14 이는보라그들이큰수효로돌
파하고 나와서는 돌이나 곤봉이나
또는 무엇이든지 그 손에 넣을 수 있
는 것을 가지고 싸우곤 하였던지라,
그들이 항복하여 전쟁 포로가 된 이
후로 우리는 그들을 이천 명 이상 도
륙하였음이라.

15 그리하여 우리로서는 그들의
생명을 멸하든지 아니면 손에 칼을
들고 그들을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호송해 내려가야 할 필요가 생겼으
며, 우리의 물자 또한 우리가 레이맨
인들에게서 빼앗은 것에도 불구하
고, 우리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충분
하지못하였더라.

16 이에 이제 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 전쟁 포로들에 관하여 결정하는
일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었느니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
을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내려 보내
기로 결정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
는 우리의 병사들 가운데 일부를 뽑
아 그들에게 우리의 포로들을 맡겨
제이라헤믈라땅으로내려가게하였
더라.

17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다음
날 그들이 돌아왔더라. 그러나 이제
보라, 우리가 포로들에 관하여 그들
에게묻지못하였나니, 이는보라, 레
이맨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었
고, 그들은 때맞추어 돌아와 우리가
저들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게 되었음이라. 이는 보라, 앰
모론이 새로운 물자의 공급과 또한
수많은 병사의 군대를 보내어 저들
을지원하였음이라.

18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가 포
로와 함께 보내었던 병사들이 때맞
추어 돌아와서, 레이맨인들이 바야
흐로 우리를 이기려 할 때에 저들을
저지하였더라.

19 보라, 나의이천육십명으로된
작은 부대가 가장 필사적으로 싸웠
나니, 참으로 그들은 레이맨인들 앞
에 굳게 서서 그들을 대항하는 모든
자에게죽음을안겨주었더라.

20 또 나머지 우리 군대가 바야흐
로 레이맨인들 앞에서 퇴각하려 하
였을 때, 보라, 그 이천육십 명은 굳
세며두려워하지아니하였느니라.

21 이뿐 아니라 그들은 명령의 모
든 말씀을 정확히 순종하며 준행하
였으며, 참으로 또한 그들의 신앙대
로 그들에게 이루어졌나니, 이에 내
가 그들의 ㄱ어머니들이 그들에게 가
르쳤다고 그들이 내게 이른 그 말을
기억하였느니라.

22 또 이제 보라, 우리가 이 큰 승
리를 얻은 것은 나의 이 아들들과 포

21ㄱ앨 56:47~48.



로들을 호송하도록 선발되었던 그
병사들 덕분이니, 이는 레이맨인들
을 물리친 것이 그들이었음이라, 그
리하여 레이맨인들은 쫓겨 맨타이
성까지물러갔느니라.

23 또 우리는 우리의 쿠메나이 성
을 지켰고, 칼에 다 멸망당하지는 아
니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리는큰손실을입었느니라.

24 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
들이도망한후, 나는즉시명령을내
려 부상한 나의 병사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취하여 그들의 상처를 싸
매주도록하였느니라.

25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이천
육십 명 중에는 피를 잃음으로 인하
여기진한자가이백명이있었고, 또
한 그들 가운데 많은 상처를 입지 아
니한 자가 ㄱ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좇아 그들
중 죽은 자가 한 명도 없었으매 우리
가 크게 놀라고 또한 우리의 온 군대
가다기뻐하였느니라.

26 그리고 이제 그들이 보전된 것
은 우리 온 군대에게 놀라운 일이었
나니, 참으로 우리의 형제 중 죽임을
당한 자가 천 명이 됨에도 그들이 죽
지 않고 살아남았음이라. 이에 우리
가 이를 하나님의 기적적인 ㄱ권능에
돌리는 것이 정당하다 여기노니, 이
는 그들이 믿도록 가르침을 받은 바,
곧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고, 의
심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기
이하신권능으로보전되리라는것을

그들이심히굳건히ㄴ믿은연고더라.
27 이제이것이바로내가말한이

청년들의신앙이었으니, 그들은젊고
그들의마음은굳건하며그들은끊임
없이하나님을신뢰하고있도다.

28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
가 이같이 우리의 부상한 병사들을
돌보고, 우리의 죽은 자들과 또한 수
많은 레이맨인들의 죽은 자들을 묻
고나서, 보라, 기드에게그들이함께
제이라헤믈라땅으로내려가고자출
발하였던 그 포로들에 관하여 물어
보았느니라.

29 이제 기드는 저들을 그 땅까지
호송하도록 지명 받은 부대의 총대
장이었더라.

30 그리고 이제 기드가 나에게 고
한말이이러하니라, 보소서, 과연우
리가 우리의 포로들과 함께 출발하
여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내려가고
있었거니와,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
는 레이맨인들의 진을 살피도록 내
보냄을 받은 우리 군대의 정탐들을
만났나이다.

31 이에 그들이 우리에게 소리질
러 이르되－보라, 레이맨인들의 군
대가 쿠메나이 성을 향하여 진군하
고 있나니, 저들이 엄습하여, 참으로
우리백성을멸하겠도다하더라.

3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의
포로들이 저들의 외치는 소리를 듣
고 그로 인해 용기를 얻어 우리에게
반란을일으켰나이다.

3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의

450앨마서 57: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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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으로인하여우리가우리의칼로
저들에게 임하였고, 또 이렇게 되었
나니 저들이 떼를 지어 우리의 칼에
달려들다가저들중대다수가죽임을
당하였으며, 저들 중 나머지는 돌파
하여우리에게서도망하였나이다.

34 또보소서, 저들이도망하고우
리가 저들을 따라잡을 수 없게 된 후
에, 우리는 신속히 쿠메나이 성을 향
해 행군하였더니, 보소서, 우리가 때
맞추어 도착하여 우리 형제들을 도
와성을지킬수있었나이다.

35 또보소서, 우리가또다시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었으
니,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음
은, 보소서, 우리를 건지신 이 곧 우
리를 위하여 이 큰 일을 행하신 이가
그이심이니이다하더라.

36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나 힐라
맨이기드의이말을들었을때, 나는
우리를 보전하사 우리로 다 멸망하
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심히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느니라. 또한 나는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그들의 하나님의 안
식에ㄱ들어간줄로믿노라.

제 58 장

힐라맨, 기드 및 티옴너가 계책을 써
서맨타이성을취함－레이맨인들이
철수함－암몬백성의아들들이굳게
서서 그들의 자유와 신앙을 지킬 때
보호하심을받음. 주전63~62년경.

또보라,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
의 다음 목표는 맨타이 성을 손에 넣
는 것이었느니라. 그러나 보라, 우리
의 작은 부대로는 그들을 성에서 이
끌어낼수있는방도가없었나니, 이
는 보라, 지금까지 우리가 행하였던
바를 그들이 기억하였으므로, 우리
가 그들을 ㄱ유인하여 그들로 그들의
요새를떠나게할수없었음이라.

2 또 그들이 우리의 군대보다 훨
씬 더 수가 많았으므로, 우리가 감히
나아가 자기의 요새 안에 있는 그들
을공격할수없었느니라.

3 참으로, 또한 우리는 우리의 소
유가운데우리가되찾은지역을지키
는 데 우리의 병사를 사용할 필요가
있게되었나니, 그러므로제이라헤믈
라 땅으로부터 병력을 더 받고 또한
새로운물자의공급을받기위하여기
다릴필요가있게되었느니라.

4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로 인해
내가 우리 땅의 통치자에게 사자를
보내어 우리 백성의 사정을 알리게
하였고,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제이라헤믈라땅으로부터물자와병
력을받기를기다렸느니라.

5 그러나 보라, 이것이 우리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였나니, 이는
레이맨인들 역시 매일같이 많은 병
력과 물자를 받고 있었음이라, 이
시기에 우리의 상황이 이와 같았느
니라.

6 또 레이맨인들은 계략을 써서
우리를 멸하기로 결정하고, 시시로

36ㄱ 앨 12:34. 58 1ㄱ 앨 52:21; 56:30.



우리를 치러 진격해 나아왔으나, 우
리는 그들의 대피소와 그들의 견고
한 요새로 인하여 그들과 접전할 수
없었느니라.

7 그리고이렇게되었나니우리는
여러 달 동안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서 기다리다가, 마침내 식량이 부족
하여바야흐로멸망하기에이르렀느
니라.

8 그러나이렇게되었나니우리는
우리를 돕기 위하여 이천 병사의 군
대가 호송하여 온 식량을 받았느니
라.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나라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 떨어지지 않게
지키기 위하여, 참으로 무수한 적과
싸우기 위하여 우리가 받은 도움은
이것이전부니라.

9 또 이제 우리의 이러한 낭패의
원인, 곧 그들이 우리에게 병력을 더
보내 주지 아니한 이유를 우리가 알
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혹
시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땅에
임하여 우리로 패망하게 하며 온전
히 멸망당하게 할까 하여 비통하며
또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느
니라.

10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혼
을 하나님께 쏟아내어, 우리를 강하
게 하시고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
서 건져 내시며,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사 우리로 우리 백성의 부양을 위
하여 우리의 성읍과 우리의 땅과 우
리의 소유를 보전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였느니라.

11 참으로 그리하매 주 우리의 하
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그가
우리를구하시리라는확신을주셨나
니, 참으로 그는 우리의 영혼에 평강
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큰 신앙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우리의구원을바라게하셨느니라.

12 이에 우리가 이미 받은 우리의
적은 병력과 더불어 용기를 내었고,
우리의 적을 정복하며, 우리의 땅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아내와 우리
의 자녀와 우리의 ㄱ자유의 대의를
ㄴ지키겠다는 결의를 확고히 하였느
니라.

13 이리하여 우리는 맨타이 성에
있는레이맨인들을대적하기위하여
우리의 힘을 다하여 나아가, 성에 가
까운 광야 편에 우리의 장막을 쳤느
니라.

1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다음
날 레이맨인들이 우리가 성에 가까
운광야의변경에있는것을보고, 그
들의 정탐들을 우리의 주위에 내보
내어 우리 군대의 수효와 전력을 알
아내고자하였느니라.

1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은
우리의 수효에 따를진대, 우리가 강
하지 아니한 것을 보고 또 우리를 대
적하여 싸우러 나와서 우리를 도륙
하지 아니할진대, 우리가 그들의 보
급을 차단할 것을 두려워하며 또한
그들의 수많은 군사로 쉽게 우리를
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그리하
여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러 나올 준

452앨마서 58: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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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하기시작하였느니라.
16 이에 우리가 본즉 저희가 우리

를 치러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지라,
보라, 내가 기드로 하여금 소수의 병
사를 거느리고 광야에 매복하게 하
고, 또한 티옴너와 소수의 병사들로
하여금 역시 광야에 매복하게 하였
느니라.

17 이제 기드와 그의 병사들은 우
편에, 다른 자들은 좌편에 있었나니,
그들이이같이매복한후에, 보라, 나
는 나머지 나의 군대와 더불어 우리
가처음우리의장막을친그같은장
소에 머물러 레이맨인들이 싸우러
나올때를대비하였느니라.

1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
인들이 그들의 수많은 군대와 더불
어 우리를 치러 나오는지라, 그들이
와서 바야흐로 칼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 하였을 때, 나는 나와 함께
한 나의 병사들로 하여금 광야로 퇴
각하게하였느니라.

1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
인들이 심히 빠른 속도로 우리 뒤를
쫓아왔으니, 이는 그들이 우리를 따
라잡아 우리를 도륙하기 심히 원하
였음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우리를
따라 광야로 들어왔고, 우리가 기드
와티옴너의한가운데를지났으므로
저들이레이맨인들에게발견되지아
니하니라.

20 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
들이지나가고나자, 다시말해그군
대가 지나가고 나자, 기드와 티옴너
가 그 숨었던 곳에서 일어나 레이맨

인의 정탐들을 끊어 버려 그들이 성
으로돌아가지못하게하였더라.

21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을 끊
어버린후, 성으로달려가서성을지
키기 위하여 남아 있던 수비대를 습
격하여멸하고성을점령하였느니라.

22 이제 이렇게 된 것은 레이맨인
들이 다만 약간의 수비대를 제외하
고는, 그들의 온 군대로 하여금 유인
을 받아 광야로 들어가게 한 연고이
었더라.

2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기드와
티옴너가 이같이 하여 그들의 견고
한 진지를 점령하였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광야를 많이 지난 후에 우
리가 제이라헤믈라 땅을 향하여 우
리의진로를잡았더라.

24 이에 레이맨인들은 자기들이
제이라헤믈라땅을향하여행군하고
있음을 보고, 자기들을 멸망으로 이
끌어 가려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 가
심히 두려워하여 다시 광야로 퇴각
하기 시작하되, 자기들이 왔던 그 길
로돌아가기시작하였느니라.

25 또보라, 때는밤이었고그들이
그 장막을 쳤으니, 이는 레이맨인의
총대장들이 생각하기를 니파이인들
이 저들의 행군으로 인하여 지쳐 있
으리라 하였음이라, 또 저들의 전 군
대를몰아왔다고그들은생각하였으
므로 맨타이 성에 관하여는 조금도
생각하지아니하였더라.

26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밤이 되
었을 때, 나는 나의 병사들로 하여금
잠을 자지 말고 다른 길로 맨타이 땅



을향하여진군하게하였느니라.
27 이에밤동안의우리의이행군

으로말미암아, 보라, 다음날에는우
리가 레이맨인들을 앞섰고, 결국 우
리가 그들보다 먼저 맨타이 성에 도
착하였느니라.

28 이에 이리하여 이러한 계책으
로 우리는 피 흘림이 없이 맨타이 성
을점령하게되었느니라.

29 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
들의 군대는 성 가까이에 이르러 우
리가 그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음
을보고, 심히놀라고큰두려움에사
로잡혀광야로도망하였느니라.

30 참으로 또한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의 군대는 이쪽 지역을
다 벗어나 도망하였느니라. 그러나
보라, 그들은 이 땅에서 여자들과 어
린아이들을많이데려갔느니라.

31 또레이맨인들이취하였던 ㄱ그
성읍들은, 그 모두가 이 시간 우리의
소유하에 있으며, 레이맨인들에게
포로로 잡혀 끌려간 자들을 제외하
고는 우리의 아버지들과 우리의 여
자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그들
의집으로돌아가고있느니라.

32 그러나보라, 우리의군대는그
처럼 많은 수의 성읍과 그처럼 큰 점
령지역을유지하기에는작도다.

33 그러나보라, 우리는그땅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사, 우리
로 우리의 소유였던 성읍들과 땅들
을 차지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

뢰하노라.
34 이제 우리는 정부가 우리에게

병력을 더 주지 아니하는 까닭을 알
지 못하며, 우리에게로 올라온 병사
들도 어찌하여 우리가 더 많은 병력
을 받지 못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느
니라.

35 보라, 우리는혹그대들이여의
치 못하여 그쪽 지역으로 병력을 이
끌어 간 것인지 알지 못하노니, 만일
그러할진대우리는불평하기를원하
지아니하노라.

36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아니할진
대정부안에어떠한 ㄱ내분이있어서
우리를 돕기 위해 병사를 더 보내지
아니함을 우리는 두려워하노니, 이
는 그들이 보낸 것보다 그들의 수효
가더많은줄을우리가앎이라.

37 그러나보라, 이는중요한일이
아니라－우리는우리군대의약함에
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ㄱ건지
시고, 참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
에서건져내시리라는것을믿노라.

38 보라, 이때는 제이십구년 말이
니, 우리는 우리의 땅을 차지하고 있
고, 레이맨인들은 니파이 땅으로 도
망하였느니라.

39 또내가그처럼크게칭찬한암
몬 백성의 아들들은 나와 함께 맨타
이 성에 있나니, 주께서 그들을 도우
시고, 또한 그들을 지켜 칼에 엎드러
지지 않게 하신지라, ㄱ한 명도 죽임
을당하지아니하였느니라.

454앨마서 58:27~39

31ㄱ 앨 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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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ㄱ 앨 56:56.



455 앨마서 58:40~59:7

40 그러나보라, 그들은많은상처
를 입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롭게 하
신 그 ㄱ자유 안에 굳게 서 있으며, 매
일 엄격히 주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
하나니, 참으로 그들은 그의 율례와,
그의 법도와, 그의 계명을 끊임없이
지켜 준행하며, 장차 이를 일에 관한
예언을굳게믿고있느니라.

41 또이제나의사랑하는형제모
로나이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를 자유롭게 하신 주 우리의 하나님
께서 끊임없이 그대를 그의 면전에
서지키시기원하며, 또한그가이백
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생
존을위한것이었으나레이맨인들이
우리에게서 빼앗아 간 모든 것을 그
대들이 찾는 데 성공하게 해 주시기
를원하노라. 이제보라, 나의서한을
끝맺노라. 나는 힐라맨이니 앨마의
아들이니라.

제 59 장

모로나이가 페이호랜에게 힐라맨의
전력을 보강해 줄 것을 요청함－레
이맨인들이니파이하성을취함－모
로나이가 정부에 대하여 노함. 주전
62년경.

이제이렇게되었나니니파이백성에
대한판사치세제삼십년에모로나이
가힐라맨의ㄱ서신을받아읽고나서,

힐라맨의 복리, 곧 그가 잃었던 땅들
을 손에 넣는 큰 성공을 거두었음으
로인하여심히기쁘게되었더라.

2 또한 그가 있는 지역의 주변 온
땅에있는그의모든백성들에게이를
알려, 그들로도기뻐하게하였더라.

3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즉시
ㄱ페이호랜에게 ㄴ서신을 보내어, 군
사를 모아 힐라맨, 곧 힐라맨의 군대
를 더 강화하여 그로 하여금 그처럼
기적적으로형통하여되찾은지역을
쉽게 지킬 수 있게 해 주기를 요청하
였더라.

4 또이렇게되었나니모로나이는
이러한 서신을 제이라헤믈라 땅에
보내고 나서, 레이맨인들이 그들에
게서 빼앗은 그 나머지 소유지와 성
읍들을 손에 넣을 계획을 다시 세우
기시작하였더라.

5 그리고이렇게되었나니이처럼
모로나이가 레이맨인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보
라, 모로나이 성과 리하이 성과 모리
앤톤 성으로부터 함께 모인 니파이
하 백성들이 레이맨인들의 공격을
받았느니라.

6 참으로 맨타이 성과 그 주변의
땅에서 도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자
들이 와서, 이 지역의 레이맨인들과
합세하였었더라.

7 이리하여 심히 수효가 많아진
데다가 참으로 매일 병력을 받고 있
던 차에, 앰모론의 명령으로 그들은

40ㄱ 안내해방.
59 1ㄱ 앨 56:1.
3ㄱ 앨 50:40.

ㄴ 앨 60:1~3.



니파이하 백성을 치러 나아와 심히
큰 살육으로 그들을 도륙하기 시작
하더라.

8 또 그들의 군대는 수효가 심히
많아 나머지 니파이하 백성들이 부
득이 그들 앞에서 도망하지 않을 수
없었나니, 이에 저들이 와서 모로나
이의군대에합류하였더라.

9 또 이제 모로나이는 병사들이
니파이하성으로보냄을받아백성을
도와 그 성을 지킬 것으로 생각하였
고, 또 성을 레이맨인들 수중에 함락
되기 전에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서
탈환하기보다쉽다는것을알고있었
으므로, 모로나이는 그들이 쉽게 그
성을지킬것이라생각하였더라.

10 그리하여 그는 자기가 회복했
던 곳들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전
병력을보유하고있었더라.

11 그런데 이제 니파이하 성이 잃
은 바 된 것을 보고는 모로나이는 심
히 슬퍼져서, 백성들의 간악함으로
인하여그들이그형제들의수중에빠
지지않을까의심하기시작하였더라.

12 이제 이는 그의 총대장들의 경
우도 다 마찬가지라, 그들은 백성들
의 간악함으로 인하여 의심하며 또
한 기이히 여겼으니, 이는 그들에 대
한레이맨인들의성공으로인함이었
더라.

13 이에 모로나이는 자기 나라의
자유에 관한 정부의 ㄱ무관심으로 인
하여정부에대하여노하게되었더라.

제 60 장

모로나이가 군대에 관한 정부의 태
만에대하여페이호랜에게불평함－
주는 의인의 죽임 당함을 용납하
심－니파이인들은그대적에게서스
스로를 건지기 위하여 그들의 모든
능력과수단을사용하여야함－모로
나이가 자기 군대에 도움이 제공되
지 않는 한 정부를 대적하여 싸우겠
다고위협함. 주전62년경.

이에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다시 그
땅의통치자페이호랜에게편지하였
으니, 그가쓴말이이러하니라. 이르
되 보라, 나는 이 땅의 ㄱ대판사요 통
치자인제이라헤믈라성의페이호랜
과 이 전쟁에 관한 일을 다스리며 보
살피도록 이 백성의 택함을 받은 모
든자에게나의서한을보내노라.

2 이는 보라, 내가 그들에게 책망
할말이얼마간있음이니, 보라, 그대
들 스스로가 알거니와 그대들은 군
사를 모아 그들을 칼과 신월도와 각
종 온갖 전쟁 무기로 무장시켜 레이
맨인들이 어떤 지역으로 우리 땅에
들어오더라도그들을치러보내도록
임명되었음이라.

3 그러하거늘 보라, 내가 그대들
에게 이르거니와, 나 스스로와 또한
나의 병사들과 또한 힐라맨과 그의
병사들은 심히 큰 고난을 겪었나니
참으로 굶주림과 목마름과 피로와
온갖고난을겪었느니라.

456앨마서 59: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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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앨마서 60:4~13

4 그러나 보라, 우리가 겪은 것이
이것이전부라면우리가원망하거나
불평하지아니할것이라.

5 그러나 보라, 우리 백성 중의 살
육이 참으로 컸도다. 참으로 수천 명
이 칼에 쓰러졌거니와, 만일 그대들
이 우리 군대에 충분한 병력과 그들
을 위한 원조를 제공하였더라면 사
정은 달랐을 것이라. 참으로 우리들
에대한그대들의태만이컸도다.

6 이제보라, 우리는이심히큰태
만의 원인을 알기 원하노라. 참으로
우리는 그대들의 사려를 결한 상태
의원인을알기원하노라.

7 그대들의원수들이그대들주위
에서 죽음의 일을 펼치고 있는데, 참
으로 그들이 그대들의 형제 수천 명
을 살해하고 있는데, 그대들은 아무
생각없는무감각한상태로그대들의
보좌위에앉기를생각할수있느냐?

8 참으로 그들은 보호를 바라고
그대들을 쳐다보았던 자들로서, 참
으로 그들을 돕도록, 참으로 그들에
게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강화하여
수천 명을 칼에 쓰러지는 데서 구할
수 있는 위치에 그대들을 앉혀 놓은
자들이니라.

9 그러나 보라, 이것이 모두가 아
니라－그대들이그대들의식량을그
들에게 공급하지 아니한지라, 그 결
과 많은 자들이 이 백성의 복리에 대
한 간절한 바람으로 인하여 싸우고
피 흘려 그들의 목숨을 버렸나니, 참

으로 그들은 그들에 대한 그대들의
심히 큰 태만으로 인하여 바야흐로
굶주림으로 ㄱ멸망하게 되었을 때 그
리하였느니라.

10 또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이여－이는그대들이마땅히사랑을
받아야만 함이라. 그뿐 아니라 그대
들은 마땅히 이 백성의 복리와 자유
를 위해 분발했어야만 하였도다. 그
러나 보라, 그대들이 그들을 태만히
하였으므로 그 결과 수천 명의 피가
복수를 위하여 그대들의 머리 위에
임하리니, 이는 저들의 모든 부르짖
음과 저들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
는아신바되었음이니라－

11 보라, 혹그대들은그대들의보
좌위에앉아있고, 하나님의심히선
하심으로 인하여 그대들이 아무 일
도 하지 않는데도 그가 그대들을 건
져 주시리라고 그대들은 생각하느
냐? 보라, 그대들이 이렇게 생각하였
다면이는헛된생각이라.

12 그대들은 그대들의 형제가 그
처럼 많이 죽임을 당하였음으로 인
하여 그것이 그들의 간악함으로 인
함인 줄 ㄱ생각하느냐? 내가 그대들
에게 이르노니, 그대들이 이렇게 생
각하였다면 이는 헛된 생각이라, 내
가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칼에 쓰러
진자가많거니와, 보라, 이는그대들
을정죄하는것이니,

13 이는 주께서 그의 공의와 심판
이 악인들에게 임하게 하시려고 ㄱ의

9ㄱ 앨 58:7.
12ㄱ 눅 13:1~5.
13ㄱ 앨 14:10~11; 

교성 42:46~47.



인들의 죽임 당함을 용납하심이라.
그러므로 의인들이 죽임 당하였음으
로인하여그들이잃어버린바되었다
생각하지 말지니, 보라, 그들은 주 그
들의하나님의안식에들어가느니라.

14 또이제보라, 내가그대들에게
이르노니, 나는 이 백성의 심히 나태
함 곧 우리 정부의 나태함과 그들 형
제들을 향한 참으로 죽임을 당한 자
들을 향한 그들의 심히 큰 태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 백성에
게임할것이심히두렵도다.

15 이는 먼저 우리의 머리에서 시
작된 ㄱ간악함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적을 막아내어 그들로 우리
를이길힘을갖지못하게할수있었
을것임이라.

16 참으로 우리 중에 일어났던
ㄱ전쟁이 아니었더라면, 참으로 우리
중에 그처럼 많은 유혈을 초래한 이
ㄴ왕당파가 아니었더라면, 참으로 우
리가 스스로 분쟁하고 있었을 때, 만
일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것같이 우
리의 힘을 합쳤더라면, 참으로 우리
에 대하여 저 왕당파들이 가졌던 권
력과 권세의 욕심이 아니었더라면,
참으로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그
들의 검을 들어 우리 가운데 그처럼
많은 유혈을 초래하는 대신, 우리의
자유의 대의에 충실하여 우리와 연
합하여 우리의 적을 치러 나아갔었
더라면, 참으로 우리가 주의 힘을 의
지하고 그들을 치러 나아갔었더라
면, 우리는 우리의 적을 흩어버렸으

리니, 이는 그의 말씀의 성취를 좇아
이루어졌을것임이니라.

17 그러나 보라, 이제는 레이맨인
들이 우리를 엄습하며, 우리의 땅을
점령하고 있으며, 저들이 칼로 우리
백성, 참으로 우리의 여자들과 우리
의 자녀들을 살해하며, 또한 그들을
사로잡아 가며, 그들로 온갖 고난을
겪게하고있나니, 이는저권력과권
세를 추구하는 자들, 곧 저 왕당파들
의큰간악함으로인한것이니라.

18 그러나 이에 관하여 내가 많이
말해야 할 까닭이 무엇이냐? 이는 그
대들 스스로가 권세를 추구하고 있
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
라. 그대들이 또한 그대들 나라의 배
신자가 아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느
니라.

19 그렇지 않다면 그대들이 우리
의 심장부에 있어 안전한 가운데 둘
러싸여 있기에, 그대들이 우리를 등
한히 해서, 그대들이 식량과 또한 우
리의 군대를 강화시킬 군사를 보내
지아니하는것이냐?

20 그대들은 주 그대들의 하나님
의 계명을 잊었느냐? 참으로 그대들
은 조상들이 사로잡혔던 일을 잊었
느냐? 우리 원수의 손에서 우리가 건
지심을 입은 그 여러 번을 그대들은
잊었느냐?

21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우리
의 보좌에 앉아 주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있
는데도, 주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458앨마서 60: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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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그대들은생각하느냐?
22 참으로이땅국경주변에서수

천이 칼에 쓰러지고 있으며, 참으로
부상을 입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그대들은 하는 일 없이 앉아서, 역시
하는일없이앉아있는수천수만명
에게둘러싸여있으려하느냐?

23 그대들이 가만히 앉아서 이러
한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하나
님이 그대들을 죄 없다 여기실 줄로
그대들은 생각하느냐? 보라 내가 그
대들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이제 나
는 먼저 그릇의 ㄱ안을 깨끗하게 할
것이요, 그러고 나서 그릇의 바깥도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
씀하신 것을 그대들이 기억하기 바
라노라.

24 이에 이제 그대들이 그대들의
행한 바를 회개하고, 일어나 행하기
시작하여, 우리와 또한 힐라맨에게
식량과 군사를 보내어 그로 그가 되
찾은 우리 나라의 그 지역들을 유지
할수있게하며, 우리로도이지역의
우리 소유의 나머지를 또한 회복할
수 있게 아니할진대, 보라 우리가 먼
저 우리 그릇의 안, 곧 우리 정부의
고위 지도층을 깨끗하게 하기까지
레이맨인들과 더 이상 싸우지 아니
함이마땅하리로다.

25 또 그대들이 내 서한의 요구를
들어 주어, 나와서 진정한 자유의
ㄱ정신을우리에게보이고, 우리의군
대를 공고히 하고 강화하기 힘쓰며,

그들에게 식량을 보내어 그들을 지
원하지 아니할진대, 보라 내가 내 자
유파 병사의 일부를 남겨 우리 땅의
이 지역을 지키게 하고, 내가 하나님
의 능력과 축복을 그들 위에 남겨 두
어, 아무 다른 권세가 그들을 대적하
지못하게하고－

26 이는 그들의 심히 강한 신앙과
그들의 환난 중에 보인 그들의 인내
로인함이라－

27 그러한 다음 내가 그대들에게
로 가서, 그대들 가운데 자유를 원하
는 자가 조금이라도 있을진대, 참으
로 자유의 불꽃이 약간이라도 남아
있을진대, 보라 내가 그대들 가운데
서 반란을 일으키리니, 권력과 권세
를 빼앗기 원하는 자들이 멸절되기
까지그리하리로다.

28 참으로 보라 나는 그대들의 권
력이나그대들의권세를두려워하지
아니하되, 오직 내가 두려워하는 이
는 나의 ㄱ하나님이시니, 내가 내 나
라의 대의를 지키려 내 칼을 잡는 것
은 그의 계명에 따른 것이요, 우리가
그처럼 많은 손실을 입은 것은 그대
들의죄악으로말미암은것이니라.

29 보라지금이그때라, 참으로그
때가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대들이
스스로 떨쳐 일어나 그대들의 나라
와 그대들의 어린아이들을 지키지
아니할진대, 정의의 ㄱ검이그대들위
에 드리워져 있나니, 참으로 또한 그
것이 그대들 위에 내려 그대들을 징

23ㄱ 마 23:25~26.
25ㄱ 앨 51:6; 61:15.
28ㄱ 행 5: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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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하여 그대들을 온전히 멸망하게
하리로다.

30 보라, 나는그대들의원조를기
다리노니, 그대들이 우리에게 구조
를베풀지아니할진대, 보라, 내가그
대들에게로, 참으로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가서, 칼로 그대들을 쳐, 이
백성이 우리의 자유의 대의를 진작
시키는 것을 방해할 능력을 그대들
이더이상갖지못하게하리라.

31 이는 보라, 주께서는 그대들이
살아서 그대들의 죄악 가운데 강하
여져서 그의 의로운 백성을 멸하게
됨을용납하지아니하실것임이라.

32 보라, 그대들의 죄악은 그대들
이 세상의 영광과 헛된 것들을 사랑
하는 까닭으로 말미암은 것인 한편,
레이맨인들의증오심을초래한것은
그들 조상의 전통이요, 실로 그 증오
심은 우리에게서 이반해 나간 자들
에 의해 배가 되어온 것이거늘, 주께
서 그대들은 살려 두시고 레이맨인
들을 대적하여 심판하러 나오실 것
이라생각할수있느냐?

33 그대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
법을 범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그
대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그
대들의 발 아래 짓밟고 있음을 알고
있느니라. 보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
되, 너희가 너희의 통치자로 임명한
자들이 그들의 죄와 불의함을 회개
하지 아니할진대, 너희는 올라가 저
희를대적하여싸우라하시더라.

34 또 이제 보라, 나 모로나이는

내가 맺은 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
키기로 한 성약을 따라 강권하심을
받는도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여, 나와 또
한 힐라맨에게 그대들의 식량과 그
대들의 군사를 속히 보내 주기를 원
하노라.

35 또보라, 그대들이이렇게행하
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그대들에게
로가리니, 보라, 하나님은우리가굶
주림으로멸망함을용납하지아니하
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그는 칼로 그
리하여야만하실지라도그대들의양
식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제 그대
들은 주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
룰지니라.

36 보라, 나는모로나이요, 그대들
의 총대장이라. 나는 권력을 추구하
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것을 끌어내
리고자 하노라. 나는 세상의 영예를
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 하나님의
영광과내나라의자유와복리를 ㄱ구
하노라. 이같이 나는 나의 서한을 끝
맺노라.

제 61 장

페이호랜이 정부에 대한 반란과 모
반에대해모로나이에게이름－왕당
파가제이라헤믈라를취하고레이맨
인들과 동맹함－페이호랜이 반역도
들을 대적하기 위해 군대의 도움을
요청함. 주전62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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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
이가 그의 서한을 최고 통치자에게
보낸 후, 곧 그는 최고 통치자 ㄱ페이
호랜으로부터 서한을 받았더라. 이
에그가받은말이이러하니라.

2 땅의 최고 통치자 나 페이호랜
은 군대의 총대장 모로나이에게 이
말을보내노라. 보라, 모로나이여, 내
가 그대에게 이르노니, 나는 그대의
큰 ㄱ고난을기뻐하지아니하노라. 참
으로 그대의 고난은 나의 영혼을 비
통하게하는도다.

3 그러나 보라, 그대의 고난을 기
뻐하는 자들이 있어, 실로 그들이 일
어나, 나와 또한 나의 백성 중 ㄱ자유
파에 속한 자들을 대적하여 모반을
일으켰나니, 또한 일어난 자들의 수
효가심히많으니라.

4 또 이 큰 죄악의 원인이 된 자들
은 내게서 판사직을 빼앗고자 하던
자들이니, 그들이 크게 아첨하는 말
을 하고, 많은 백성의 마음을 꾀어내
었으매, 이는 우리 중에 혹심한 고난
의 원인이 될 것이라. 그들은 우리의
식량을 내어주지 아니하며 우리의
자유파 사람들을 두렵게 한지라, 저
들이그대들에게로나아가지못하였
느니라.

5 또 보라, 그들이 그들 앞에서 나
를몰아낸지라, 내가얻을수있는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기드온 땅으
로피하였더라.

6 그리고 보라, 내가 이 지역에 두

루 포고를 보내었더니, 보라, 저들이
무기를 잡고, 저들의 나라와 저들의
ㄱ자유를지키며, 우리가받은악행을
갚아 주고자, 매일 우리에게로 모여
들고있느니라.

7 또 저들이 우리에게로 오매, 일
어나 우리를 대적하여 모반을 일으
켰던 자들을 무시할 만큼 된지라, 참
으로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며, 감
히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러 나오지
못하고있느니라.

8 그들은 제이라헤믈라 땅 곧 성
을 차지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을
임명하였으며, 그는 레이맨인의 왕
에게 편지하여 그와 동맹을 체결하
였는데, 이 동맹에서 그는 제이라헤
믈라 성을 지키기로 맹약하였으니,
그의 생각에 이 성을 지키면 레이맨
인들이 이 땅의 나머지를 정복할 수
있을 것이요, 또 이 백성이 레이맨
인들에게 정복당하게 되면, 그가 이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앉게 되리라
함이라.

9 또 이제 그대의 편지에서 그대
는 나를 비난하였으나, 내가 이를 괘
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노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대의 고결한 마
음을 기뻐하노라. 나 페이호랜은 권
력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다만 나의
판사직을 지키려 함은 내 백성의 권
리와 자유를 유지하려 함이라. 내 영
혼은 하나님이 우리를 ㄱ자유롭게 하
신그자유안에굳게서있도다.

61 1ㄱ 앨 50: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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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또 이제 보라, 우리는 피 흘리
기까지라도 간악함에 대항할 것이
라. 레이맨인들이 만일 그들의 땅에
머물러 있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피
를흘리지아니하리라.

11 만일 우리의 형제들이 일어나
모반을 일으키며 우리를 대적하여
칼을 잡지 아니할진대 우리는 그들
의피도흘리지아니하리라.

12 만일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필요하다거나, 또는 그가 우리에게
그리하라명하신다면우리는스스로
속박의멍에를짊어지리라.

13 그러나 보라 그는 우리에게 우
리의적에게굴복하라명하지아니하
시며, 도리어우리가그를 ㄱ신뢰할진
대, 우리를건지시리라하시느니라.

14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모로나이여, 우리는 악을 대적하자.
그리고 무슨 악이든지, 참으로 모반
이나 이반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말
로대적할수없는악은, 우리의칼로
ㄱ대적하여우리의자유를지키고, 우
리 교회의 커다란 특권과 우리의 구
속주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이의
대의안에서기뻐하자.

15 그러므로 그대의 병사를 소수
이끌고 속히 내게로 오라. 나머지는
리하이와 티앤쿰에게 맡기라. 하나
님의 ㄱ영을 좇아 그 지역의 전쟁을
지휘할 권세를 그들에게 주라. 그 영
은 또한 그들 안에 있는 자유의 정신
이기도하니라.

16 보라 내가 약간의 식량을 그들
에게 보내었으니, 그대가 내게 올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이 멸망하지 아니
하리라.

17 그대가 이리로 행군하여 오면
서모을수있는병력을모두모으라.
그러한 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신
앙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히
저이반자들을치러갈것이라.

18 또 우리가 제이라헤믈라 성을
점령하여, 리하이와 티앤쿰에게 보
낼양식을더얻도록할것이라. 참으
로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
러나아갈것이요, 그리하여이큰죄
악을종식시키리라.

19 또이제모로나이여, 내가그대
의 서한을 받고 기뻐하노니, 이는 우
리가 어찌해야 할지, 우리의 형제를
치러 가는 것이 우리에게 의로운 것
인지에 관하여 얼마간 염려하고 있
었음이라.

20 그러나 그대는 저들이 회개하
지 아니하면 주께서 그대에게 명하
시기를 저들을 치러 가라 하셨다 하
였느니라.

21 그대는 반드시 리하이와 티앤
쿰을 주 안에서 ㄱ견고하게 하라. 그
들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실 것임
이니 그들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유
롭게하신그자유안에굳게선모든
자들을 또한 건지시리라. 이제 나의
사랑하는형제모로나이에게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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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서한을끝맺노라.

제 62 장

모로나이가 기드온 땅에 있는 페이
호랜을돕고자진군함－자기나라를
지키기거절하는왕당파들은사형에
처해짐－페이호랜과 모로나이가 니
파이하를 탈환함－많은 레이맨인들
이암몬백성에게합류함－티앤쿰이
앰모론을 죽이고 자기도 죽임을 당
함－레이맨인들이그땅에서쫓겨나
고평화가확립됨－힐라맨이성직의
직무로 돌아가서 교회를 강화함. 주
전62~57년경.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
이가 이 서한을 받으매 그 마음이 용
기를 얻고 심히 큰 기쁨으로 충만하
게 되었으니, 이는 페이호랜이 충성
되어 그가 또한 나라의 자유와 대의
를 저버리는 ㄱ배신자가 아님으로 인
함이라.

2 그러나 그는 또한 페이호랜을
판사직에서몰아낸자들의죄악으로
인하여, 요컨대 자기 나라와 또한 자
기 하나님을 거스려 반역한 자들로
인하여심히슬퍼하였더라.

3 이에이렇게되었나니모로나이
가페이호랜의요구대로소수의군사
를 취하고, 나머지 자기 군대에 대한
지휘권을리하이와티앤쿰에게준후
기드온땅을향해행군해가더라.

4 그리고 어느 동리에 들어가든
지 그 곳에 ㄱ자유의 ㄴ기를 세워, 기
드온 땅을 향하여 진군해 가는 동안
내내 그가 얻을 수 있는 병력을 다
얻었더라.

5 그리고 수천 명이 그의 깃발로
모여들어, 속박에들지않고자, 그들
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그들의 칼
을들었더라.

6 이리하여모로나이가그행군하
여오는동안내내모을수있는모든
군사를 모으고, 기드온 땅에 이르러,
그의 병력을 페이호랜의 병력과 합
하매 그들이 심히 강하게 되니, 곧
ㄱ자유파의 백성들을 제이라헤믈라
땅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이
반역자들의 ㄴ왕 페이쿠스의 군사들
보다더욱강하게되었더라.

7 이에이렇게되었나니모로나이
와 페이호랜이 그들의 군대를 거느
리고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내려가
서, 성을 치러 나아가 페이쿠스의 군
사들을 대면하매, 그들이 교전하게
되었더라.

8 이에 보라, 페이쿠스는 죽임을
당하고 그의 군사들은 잡혀 포로가
된지라, 페이호랜이 판사직에 회복
되니라.

9 그리고페이쿠스의군사들은법
에따라재판을받고, 또한붙잡혀투
옥되었던왕당파사람들은법에따라
ㄱ처형되었으니, 참으로 페이쿠스의
군사들과왕당파사람들로서무릇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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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 나라를
대적하여싸우고자하였던자들은누
구든지사형에처하여졌느니라.

10 또 이리하여 그들의 나라의 안
전을 위하여 이 법이 엄격히 지켜져
야할필요가있게된지라, 실로그들
의 자유를 부인하는 것으로 드러나
는 자는 누구든지 속히 법에 따라 처
형되었더라.

11 이에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
한 판사 치세 제삼십년이 끝나니, 모
로나이와 페이호랜은 자유의 대의에
충실하지아니한모든자로죽음을당
하게 하고, 제이라헤믈라 땅에 자기
백성가운데평화를회복하였더라.

12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
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삼십일년 초
에, 모로나이가 즉시 식량과 또한 군
사 육천 명을 힐라맨에게 보내게 하
여, 그를 도와 그 쪽 지역을 지키게
하였더라.

13 또군사육천명의군대를충분
한 양의 양식과 함께 리하이와 티앤
쿰의 군대에게 보내게 하였더라. 이
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에
대비하여 그 땅을 견고히 하기 위하
여이일이시행되었더라.

14 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
와 페이호랜은, 많은 군사를 제이라
헤믈라 땅에 남겨 두고는, 니파이하
성의 레이맨인들을 전복하기로 작
정하고, 많은 수의 군사를 거느리고
니파이하 땅을 향하여 진군하여 갔
더라.

1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
이 니파이하 땅을 향하여 진군하면
서, 레이맨인의 많은 군사를 붙들어,
저들 중 많은 자를 도륙하고, 저들의
식량과 저들의 전쟁 무기를 취하였
더라.

16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이
를 취한 후에, 저들로 다시는 니파이
인들을 대적하여 저들의 전쟁 무기
를 들지 않겠다는 언약을 맺게 하였
더라.

17 그리고 저들이 이 언약을 맺은
후에 저들을 암몬 백성과 함께 살도
록 보내었으니, 저들 곧 죽임을 당하
지 아니한 자의 수효가 사천 명 가량
이었더라.

18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을 보
내고 나서 그들은 니파이하 땅을 향
하여 진군을 계속하였더라. 또 이렇
게 되었나니 그들이 니파이하 성에
이르러, 니파이하 성에 가까운 니파
이하평지에그들의장막을치니라.

19 이제모로나이는레이맨인들이
평지에서 자기들과 싸우러 나오기를
바랐으나, 레이맨인들은그들의심히
큰 용기를 알고 또 그들의 수효가 많
음을 보는 고로 감히 그들을 치러 나
오지 못하니라. 그리하여 그 날 저들
은싸우러나아오지아니하였더라.

20 이에밤이되매, 모로나이가야
음을 타고 나아가서, 성 어느 부분에
레이맨인들이 저들의 군대와 함께
진 치고 있는가를 탐지해 내기 위해
성벽꼭대기에올라갔더라.

2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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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편 입구 가까이에 있고 모두 잠들
어 있더라. 이에 이제 모로나이가 자
기 군대로 돌아와, 그들로 하여금 성
벽 꼭대기에서 성벽 안쪽으로 내릴
튼튼한 줄과 사다리들을 급히 준비
하게하였더라.

2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
나이가자기의군사들로하여금진군
해 나아가서 성벽 꼭대기에 오르게
한다음, 성의그부분곧레이맨인들
이 저들의 군대와 함께 진 치지 아니
한서편으로내려가게하였더라.

23 이에 그들이 그들의 튼튼한 줄
과 그들의 사다리를 써서 밤에 모두
성 안으로 내려가니, 이리하여 아침
이되었을때그들은모두성안에있
더라.

24 이에 이제 레이맨인들이 깨어
모로나이의 군대가 성 안에 있는 것
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더니, 이윽고
통로를지나도망하여나가는지라.

25 이에 이제 모로나이가 저들이
자기 앞에서 도망함을 보고, 자기 군
사들로 하여금 저들을 치러 진군해
나아가게하고, 많은자를죽이고, 그
외에 많은 자를 에워싸 포로로 잡으
매, 저들의 나머지는 해안 가까이의
변경에 있는 모로나이 땅으로 도망
하였더라.

26 이같이 모로나이와 페이호랜
은 한 명도 잃지 아니하고 니파이하
성을 점령하였으나, 죽임을 당한 레
이맨인들은많았더라.

27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

인들 중 포로가 된 많은 자들이 암몬
ㄱ백성과 연합하여 자유로운 백성이
되기를원하였더라.

28 이에 원하는 자에게는 모두 저
들의소원대로허락하여주었더라.

29 그리하여 모든 레이맨인 포로
들이 다 암몬 백성에게 합류하여, 부
지런히 일하기 시작하여, 토지를 경
작하며, 온갖 곡식을 재배하며, 각종
가축을 기르매, 이로 인해 니파이인
들이큰짐을덜었으니, 참으로그결
과 그들이 모든 레이맨인 포로들을
지키는일을덜었더라.

30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
이가 니파이하 성을 점령하고 나서
많은 포로를 잡은 것이, 레이맨인들
의 군대를 크게 감소시켰고, 또 포로
로 잡혔던 니파이인들을 많이 되찾
은 것이 모로나이의 군대를 크게 강
화하였으므로, 모로나이가 니파이하
땅에서리하이땅으로나아갔더라.

3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
인들이 본즉 모로나이가 자기들을
치러 오고 있는지라, 그들이 다시 크
게 놀라 모로나이의 군대 앞에서 도
망하니라.

3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
이와 그의 군대가 저들을 성읍에서
성읍으로 추격하더니, 이윽고 저들
이 리하이와 티앤쿰에게 만난 바 되
었고, 레이맨인들은 리하이와 티앤
쿰에게서도망하여바닷가에가까운
변경으로 내려가, 드디어 모로나이
땅에이르렀더라.

27ㄱ 앤타이-니파이-리하이인.



33 이에 레이맨인들의 군대는 모
두 함께 모여, 그 결과 모로나이 땅
에서 한 무리가 되었더라. 이제 레이
맨인의 왕 앰모론도 저들과 함께 있
더라.

3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
이와리하이와티앤쿰이그들의군대
와 더불어 모로나이 땅 변경 주변에
진 치매, 레이맨인들은 남쪽으로 광
야에 인접한 변경에, 또 동쪽으로 광
야에인접한변경에둘러싸였더라.

35 이에이같이그들이밤동안진
을 쳤으니, 이는 보라, 니파이인들과
또한 레이맨인들도 힘든 행군으로
인하여 지쳤음이라. 그러므로 그들
이 밤 사이에는 어떠한 계책도 베풀
기로 결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다만
티앤쿰이 그렇지 아니하였나니, 이
는 그가 앰모론에게 심히 노하여, 앰
모론과그의형아맬리카이아야말로
바로 그처럼 많은 전쟁과 유혈과 또
한 그처럼 많은 기근을 초래해 온 바
그들과 레이맨인들 사이의 이 크고
오래 가는 전쟁의 ㄱ원인이라 생각하
였음이라.

3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티앤쿰
이 그 분노 중에 나아가서 레이맨인
들의 진으로 들어가 성벽을 넘어 내
려가니라. 이에 그가 줄을 가지고 이
곳에서 저 곳으로 나아가다가 마침
내왕을발견하고그에게창을 ㄱ던지
매, 창이 그의 심장 근처를 꿰뚫었더
라. 그러나 보라, 왕이 숨지기 전 그

의 종들을 깨웠으므로 그들이 티앤
쿰을추격하여그를죽였더라.

37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
이와리하이가티앤쿰이죽었음을알
고심히슬퍼하였으니, 이는보라, 그
가 자기 나라를 위하여 용맹히 싸운
자요, 과연 진정한 자유의 벗이었으
며, 또그는심히혹독한고난을허다
히 겪었음이더라. 그러나 보라, 그가
죽어온세상이가는길을갔느니라.

38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다음 날
모로나이가진군하여나아가레이맨
인들을 엄습하여 그들을 큰 살육으
로 살육하였고, 그들을 그 땅에서 몰
아내매 그들이 도망하고 그때에 그
들이니파이인들을대적하러돌아오
지아니하였느니라.

39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
사 치세 제삼십일년이 끝났고, 또 이
같이 그들이 여러 해 동안 전쟁과 유
혈과기근과고난을당하였더라.

40 또 니파이 백성 중에는 살인과
분쟁과 불화와 온갖 죄악이 있었으
나, 그럼에도불구하고 ㄱ의인들을위
하여, 참으로 의인들의 기도로 말미
암아그들을멸하지아니하셨더라.

41 그러나 보라, 니파이인과 레이
맨인들사이의전쟁이심히길었음으
로인하여많은자들이완악하게되었
으니, 이는 전쟁이 심히 길었음으로
인함이요, 또많은자들이그들의 ㄱ고
난으로 인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졌으
니, 이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극한

466앨마서 62:33~41

35ㄱ 앨 48:1.
36ㄱ 앨 51:33~34.
40ㄱ 앨 45:15~16.

41ㄱ 안내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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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양으로스스로겸손하여졌더라.
4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

나이가 레이맨인들에게 가장 침공
당하기 쉬운 지역들을 견고히 하여
충분히 강하게 한 후 제이라헤믈라
성으로 돌아갔고, 힐라맨 역시 자기
기업의 곳으로 돌아갔으며, 니파이
백성 중에는 다시 한 번 평화가 이룩
되었더라.

43 또 모로나이는 그의 군대의 지
휘권을모로나이하라이름하는그의
아들의 손에 넘겨주고, 그의 여생을
평안한 가운데 보내고자 자기의 집
으로물러갔더라.

44 또 페이호랜은 그의 판사직에
복귀하였고, 힐라맨은 하나님의 말
씀을백성들에게전파하는일을다시
맡았으니, 이는 그처럼 많은 전쟁과
분쟁으로 인하여 교회 내의 일을 다
시바로잡을필요가생겼음이더라.

45 그리하여 힐라맨과 그의 형제
들이 나아가 많은 능력으로 하나님
의 말씀을 선포하여 많은 백성에게
그들의간악함을 ㄱ깨닫게하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
고 침례를 받고 주 그들의 하나님께
나아오더라.

4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온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확립
하였더라.

47 참으로 또한 법에 관한 규정도
만들어져서, 그들의 ㄱ판사와 그들의
대판사들이택함을받았더라.

48 또 니파이 백성들은 그 땅에서

다시 ㄱ번영하기시작하였고, 그땅에
서 다시 번성하며 심히 강하여지기
시작하였더라. 이에 그들은 또 심히
부하여지기시작하였더라.

49 그러나 그들은 부나, 그들의 세
력이나, 그들의 번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그들의눈의교만중에자고하
게 되지 아니하고, 주 그들의 하나님
기억하기를더디하지도아니하고, 그
앞에서스스로심히겸손하였더라.

50 참으로 그들은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얼마나큰일행하신것을, 곧
그들을사망에서와속박에서와옥에
서와 온갖 고난에서 건지신 것과, 그
들을 그들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 내
신것을기억하였느니라.

51 또 그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매, 주께서 그의 말
씀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신지라, 그
들이 강하여지고 그 땅에서 번영하
였더라.

5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니파이 백성에 대
한 판사 치세 제삼십오년에 힐라맨
이죽었느니라.

제 63 장

시블론과나중에힐라맨이거룩한기
록을 맡음－많은 니파이인들이 북방
땅으로 여행함－헤이고드가 배를 만
듦. 그 배들이 서쪽 바다를 항해하여
나아감－모로나이하가 전투에서 레
이맨인들을무찌름. 주전56~52년경.

45ㄱ 교성 18:44. 47ㄱ 모사 29:39. 48ㄱ 앨 50:20.



그리고이렇게되었나니니파이백성
에 대한 판사 치세 제삼십육년 초에,
앨마가 힐라맨에게 넘겨주었던 ㄱ거
룩한것들을ㄴ시블론이맡았더라.

2 또 그는 의인이라,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또 힘써 쉬
지않고선을행하며, 주그의하나님
의 계명을 지켰으니, 그의 형제 또한
그러하였더라.

3 또이렇게되었나니모로나이도
죽으매, 이같이 판사 치세 제삼십육
년이끝났느니라.

4 그리고이렇게되었나니판사치
세 제삼십칠년에, 오천사백 명에 이
르는 큰 무리의 남자들이 그들의 아
내와 자녀들을 이끌고 제이라헤믈라
땅을떠나ㄱ북방땅으로갔느니라.

5 또이렇게되었나니헤이고드는
심히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더니, 그
가 나아가 자기를 위하여 황무 땅에
인접한 풍요 땅의 변방에서 심히 큰
배를한척짓고, 북방땅으로통하는
ㄱ좁은지협에인접한서쪽바다에그
배를띄우더라.

6 또 보라, 많은 니파이인들과 또
한 많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그
리로 들어가서 많은 식량을 가지고
출항하여, 북쪽으로 그들의 진로를
잡았으니, 이같이 제삼십칠년이 끝
났느니라.

7 또 제삼십팔년에 이 사람이 다
른 배들을 지었고, 첫 번 배가 또한

돌아오매, 많은 백성이 또 그리로 들
어갔고, 그들도 많은 식량을 가지고
다시북방땅으로출발하였더라.

8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에 대
하여 결코 다시는 듣지 못하였나니,
우리는 그들이 깊은 바다에 빠져 죽
었을 것이라 생각하노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다른 배 한 척이 또 출항하
여 나아갔으나, 그 배가 어디로 갔는
지우리는알지못하노라.

9 또이렇게되었나니이해에 ㄱ북
방땅으로나아간백성이많이있었나
니, 이같이제삼십팔년이끝났느니라.

10 또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 치세
제삼십구년에, 시블론도 죽고, 코리
앤톤은 북방 땅으로 나아간 백성들
에게 식량을 전해 주고자 배에 올라
그땅으로나아갔더라.

11 그러므로 시블론은 죽기 전에,
불가불 저 거룩한 것들을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힐라맨이라 칭하는 ㄱ힐
라맨의 아들에게 넘겨주어야 하게
되었더라.

12 이제보라, 힐라맨이가지고있
던 그 모든 ㄱ새긴 것은, 앨마가 명하
여 ㄴ나아가게 말라 한 그 부분을 제
외하고는, 모두 기록되어 이 온 땅에
있는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보내어
졌느니라.

13 그러할지라도 이것들은 거룩
하게 보존되어, 한 세대에서 다음 세
대로 ㄱ전달되어 내려가게 되어 있었

468앨마서 6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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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니, 그러므로 이 해에 이것들이 시
블론이 죽기 전에 힐라맨에게 넘겨
진바되었더라.

14 또이렇게되었나니이해에레
이맨인들에게로 나아간 이반자들이
어느 정도 있더니, 그들이 다시 충동
함을 받아 니파이인들에 대하여 노
하게되었더라.

15 또한 이 같은 해에 그들이 ㄱ모
로나이하의 백성을 대적하여, 아니

면 모로나이하의 군대를 대적하여
싸우고자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내려왔으나, 패하여 큰 손실을 입고
그들의본토로다시쫓겨갔느니라.

16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
사치세제삼십구년이끝나더라.

17 그리고 이같이 앨마와 그의 아
들 힐라맨과 또한 그의 아들이었던
시블론의기사가끝났느니라.

15ㄱ 앨 62:43. [힐라맨서] 1 2ㄱ 앨 50:40.

힐라맨서

니파이인들에대한기사. 그들의전쟁과다툼및그들의불화. 또한그리스
도가 오시기 전의 많은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 힐라맨의 아들이었던

힐라맨의기록에따른것이요, 또한그의아들들의기록에따른것이니, 곧그
리스도가오시기까지라, 또한많은레이맨인들이돌이킴. 그들의돌이킴의기
사. 레이맨인들의의로움과니파이인들의간악함과가증함의기사. 힐라맨과
그의 아들들의 기록에 따른 것이니, 곧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요, 이를 힐라
맨서라함. 기타.

제 1 장

페이호랜 이세가 대판사가 되고 키
시쿠멘에게 살해됨－페이쿠메나이
가판사직을채움－코리앤투머가레
이맨인군대를이끌고제이라헤믈라
를취하고페이쿠메나이를죽임－모
로나이하가 레이맨인들을 무찌르고
제이라헤믈라를 탈환하고 코리앤투
머는죽임을당함. 주전52~50년경.

그리고 이제 보라, 니파이 백성
에 대한 판사 치세 제사십년

초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인들
의 백성 가운데 심각한 어려움이 발
생하였더라.

2 이는보라, ㄱ페이호랜이죽어온
세상이 가는 길을 간지라, 그러므로
페이호랜의 아들 형제 중 누가 판사
직을 차지할 것인가에 관하여 심각
한분쟁이생겼음이라.

3 이제 판사직을 두고 다투며, 또



한 백성들로도 다투게 한 자들의 이
름이 이러하니, 페이호랜, 페이앤카
이, 그리고페이쿠메나이라.

4 이제페이호랜의아들들은이들
이 모두가 아니나 (이는 그에게 아들
이 많았음이라) 판사직을 두고 다툰
자가 이들이라. 그러므로 이들이 백
성을세파로갈라놓았더라.

5 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되었
나니 페이호랜이 백성들의 ㄱ소리에
의해 니파이 백성을 다스리는 대판
사와통치자로임명되었더라.

6 이에이렇게되었나니페이쿠메
나이는 자기가 판사직을 차지할 수
없음을 보고, 백성의 소리와 연합하
였더라.

7 그러나 보라, 페이앤카이와, 백
성 중 그가 자기들의 통치자가 되기
를 원했던 자들은 심히 분노하였더
라. 그리하여 페이앤카이는 바야흐
로 그 백성들을 감언이설로 꾀어 그
들의 형제들을 대항하여 모반을 일
으키게하려하였더라.

8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바야흐로이를행하려했을때, 보라,
그가 잡혀 백성의 소리를 좇아 재판
을 받고 사형이 언도되었으니, 이는
그가 모반을 일으켜 백성의 ㄱ자유를
파괴하려하였음이더라.

9 이제 그가 자기들의 통치자가
되기를 원했던 그 백성들은 그가 사
형을 언도받는 것을 보고, 그로 인해
노하여, 보라, 키시쿠멘이라 하는 자
를 페이호랜의 판사석으로 보내어

페이호랜이 판사석에 앉아 있을 때
그를살해하였더라.

10 이에 저가 페이호랜의 종들의
추격을 받았으나, 보라, 키시쿠멘이
어찌나 빨리 도망하였던지 아무도
저를따라잡지못하였더라.

11 또 저가 자기를 보낸 자들에게
로 가매, 그들이 다 언약을 맺고, 참
으로 그들을 지으신 영원하신 이로
맹세하여키시쿠멘이페이호랜을살
해한 것을 아무에게도 고하지 않기
로하였더라.

12 그러므로 키시쿠멘이 니파이
백성 가운데 알려지지 아니하였으
니, 이는 저가 페이호랜을 살해할 때
변장을 하고 있었음이라. 또 키시쿠
멘 및 그와 언약한 그의 무리들은 어
떻게든 백성 가운데 섞여 살아 모두
찾아낼수없었으나, 무릇발견된자
에게는 다 ㄱ사형이 언도되었더라.

13 그리고 이제 보라, 페이쿠메나
이가 백성의 소리를 좇아 니파이 백
성 위에 대판사와 통치자가 되어 그
형제페이호랜을대신하여다스리도
록 임명되었으니, 이는 그의 권리에
따른 것이었더라. 이 모든 일이 판사
치세 제사십년에 행하여졌고 그 해
가끝났느니라.

14 그리고 판사 치세 사십일 년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무
수한 병사의 군대를 함께 모아 가지
고, 그들을 칼과 신월도와 활과 화살
과 투구와 가슴판과 각종 온갖 방패
로무장시키더라.

470힐라맨서 1:4~14

5ㄱ 모사 29:26~29. 8ㄱ 안내해방. 12ㄱ 안내사형.



471 힐라맨서 1:15~24

15 그리고 니파이인들을 대적하
여 싸움을 벌이려고 그들이 다시 내
려왔더라. 또 그들을 거느린 자는 이
름이 코리앤투머라 하는 자요, 제이
라헤믈라의 후예이며, 또 그는 니파
이인들 가운데서 이반해 나간 자요,
몸집이장대한용사더라.

16 그러므로 ㄱ앰모론의아들이요,
이름이 투발로드라 하는 레이맨인의
왕은, 코리앤투머가 용사인고로 그
의힘과또한그의큰지혜로능히니
파이인들을대적할수있으리라생각
하여, 그를 보냄으로써 니파이인들
을이길것으로생각하였나니－

17 그리하여 그는 그들을 충동하
여노하게하고, 그의군대를함께모
으고, 코리앤투머를 그들의 지휘관
으로 임명하고, 제이라헤믈라 땅으
로 진군해 내려가 니파이인들을 대
적하여싸우게하였더라.

18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정부 내에
있는 그처럼 많은 분쟁과 그처럼 많
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저들이 제이
라헤믈라 땅에 충분한 수비대를 두
지 못했었나니, 이는 레이맨인들이
감히 저들의 땅 심장부에 들어와 저
큰 성 제이라헤믈라를 공격하지 못
할것으로그들이생각하였음이라.

19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
앤투머가 그의 허다한 무리를 거느
리고 진군해 와서는 그 성 주민들에
게 임하였으니, 그들의 진군이 심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지라, 니파이
인들이 미처 그 군대를 함께 모을 시

간이없었더라.
20 그리하여 코리앤투머가 성 입

구에 있는 파수꾼들을 베고 그의 온
군대와 더불어 성 안으로 진군하여,
그들을 대항하는 자 모두를 도륙한
지라, 마침내그온성을점령하니라.

21 또 이렇게 되었나니 대판사였
던페이쿠메나이는코리앤투머앞에
서 도망하여 성벽에 이르렀더라. 이
에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앤투머가
그를 벽에 대고 치니 그가 죽었더라.
이같이페이쿠메나이의생애가끝났
느니라.

22 또 이제 코리앤투머는 자기가
제이라헤믈라 성을 점령하고 있음을
보고, 또 니파이인들이 자기들 앞에
서도망하고도륙당하고잡히고옥에
던져진 것과 또 자기가 그 온 땅에서
가장견고한요새를점령하였음을보
고, 그 마음이 용기를 얻어 바야흐로
그온땅을치러나아가려하였더라.

23 이에 이제 그는 제이라헤믈라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큰 군대와 함
께 풍요 성을 향하여 진군하였으니,
이는 나아가 칼로 그의 길을 열어 그
땅의 북편 지역을 손에 넣고자 하는
것이그의결심이었음이라.

24 또 그들의 가장 큰 병력이 그
땅의중앙부에있다고생각하였으므
로, 그는 진군하며 그들이 소수의 무
리로 모이는 것 외에는 함께 모일 시
간을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같이 저들이 그들을 엄습하여 그
들을땅에베어쓰러뜨렸더라.

16ㄱ 앨 52:3.



25 그러나 보라, 그 땅 중앙부를
통과하는 코리앤투머의 이 진군은,
도륙당한니파이인들의수가컸음에
도 불구하고, 모로나이하에게 그들
에대한큰우위를제공하였으니,

26 이는 보라, 모로나이하는 레이
맨인들이 감히 그 땅 중앙으로 들어
오지 못하고, 이제까지 해 온 것같이
변경 주변에 있는 성읍들을 공격할
것이라 생각하였으므로, 그들의 강
한 군대들로 하여금 변경 주변 지역
을지키게했었음이라.

27 그러나 보라, 레이맨인들은 그
의 희망대로 겁먹지 아니하고 그 땅
의 중앙으로 들어와, 수도인 제이라
헤믈라 성을 취하고 나서 진군하여
그 땅의 가장 주요한 지역들을 통과
하며,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을 크게
살육하며 많은 성읍과 많은 요새들
을점령하고있었더라.

28 그러나 모로나이하가 이를 발
견하고, 즉시로리하이를주변의군대
와 함께 보내어 그들이 풍요 땅에 이
르기전에그들을가로막게하였더라.

29 그가 이같이 하여 그들이 풍요
땅에 이르기 전에 그들을 가로막고
그들과 전투를 벌이니, 이윽고 그들
이 제이라헤믈라 땅을 향하여 후퇴
하기시작하였더라.

30 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
하가 퇴각하는 그들을 가로막고 그
들과 전투를 벌이매 전투가 격심한
혈투가 되었으니, 참으로 많은 자가
죽임을 당하였으며 죽임을 당한 자

의 수 가운데 ㄱ코리앤투머도 발견되
었더라.

31 또이제보라, 레이맨인들은북
으로도, 남으로도, 동으로도, 서로도,
어느 길로도 퇴각할 수 없었으니, 이
는사방으로니파이인들에게포위되
었음이라.

32 또 이같이 코리앤투머가 레이
맨인들을니파이인들한가운데로몰
아넣은지라, 그들이 니파이인들의
세력안에들게되었고, 그자신은죽
임을 당하였으며, 레이맨인들은 니
파이인들의손에투항하였더라.

3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
이하가다시제이라헤믈라성을점유
하고, 포로로잡힌레이맨인들로하여
금평안히그땅을떠나게하였더라.

34 이에 이같이 판사 치세 제사십
일년이끝났느니라.

제 2 장

힐라맨의 아들 힐라맨이 대판사가
됨－개다이앤톤이 키시쿠멘 무리를
이끎－힐라맨의종이키시쿠멘을죽
이고 개다이앤톤 무리는 광야로 달
아남. 주전50~49년경.

그리고이렇게 되었나니 판사 치세
제사십이년에, 모로나이하가 니파이
인들과 레이맨인들 사이에 다시 평
화를이루고난후, 보라판사직을채
울 자가 없었으므로 누가 판사직을
채울 것인가에 관하여 백성들 가운

472힐라맨서 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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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힐라맨서 2:2~12

데다시다툼이생겼더라.
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힐라맨

의아들인힐라맨이백성의소리에의
해판사직을채우도록임명되었더라.

3 그러나 보라, 페이호랜을 살해
한 ㄱ키시쿠멘이 힐라맨도 멸하려고
몰래 기회를 노렸나니, 그는 그의 간
악함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기로
언약을 맺은 그의 무리의 지지를 받
고있었더라.

4 이는 많은 말과 또한 술수에 심
히 능하여 은밀한 살인과 약탈의 행
위를 자행하는 ㄱ개다이앤톤이라 하
는 자가 있었음이라. 그러므로 그가
키시쿠멘무리의두목이되었더라.

5 그리하여 그가 그들과 또한 키
시쿠멘을 꾀어, 만일 그들이 자기를
판사직에 앉혀 준다면 자기의 무리
에 속한 자들을 백성 중에서 권능과
권세 있는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 하
였으므로, 이에 키시쿠멘이 힐라맨
을멸하기를꾀하였더라.

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힐
라맨을멸하려고판사석을향하여나
아갈때, 보라힐라맨의종가운데하
나가 밤에 밖에 나가 있으면서 변장
하여 이 무리가 힐라맨을 멸하려고
세운그계획들을알아내었던지라－

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가 키
시쿠멘을 만나매, 저가 그에게 표시
를 주니 그러므로 키시쿠멘이 자기
가 원하는 목적을 그에게 알게 하고,
그에게 자기를 판사석으로 안내해
주어 힐라맨을 살해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더라.
8 이에힐라맨의종이키시쿠멘의

모든 마음과 살인하는 것이 어떻게
그의 목적이며 또한 살인하고 약탈
하며 권력을 얻는 것이 어떻게 그의
무리에 속한 모든 자의 목적인지를
알고 나서, (이것이 그들의 ㄱ은밀한
계획이요 또 그들의 결사였더라) 힐
라맨의 종이 키시쿠멘에게 이르되,
판사석으로나아가자하니라.

9 이제 이는 키시쿠멘을 심히 기
쁘게 하였나니, 이는 그가 자기의 계
획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
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그들이 판사
석으로 나아가던 중 힐라맨의 종이
키시쿠멘의 심장을 찌르매 그가 신
음 소리도 내지 못하고 쓰러져 죽으
니, 이에 저가 달음질하여 자기의 보
고, 듣고, 행한모든일을힐라맨에게
다고하였더라.

1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힐라맨
이 이 도적과 은밀한 살인자의 무리
를 법에 따라 처형하고자 그들을 잡
으러보내었더라.

11 그러나 보라, 개다이앤톤은 키
시쿠멘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자기가멸망당할까두려워하여자기
의 무리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하
였고, 이에그들이비밀통로로그땅
에서 도망하여 광야로 들어갔으므
로, 힐라맨이 그들을 잡으러 보내었
을때그들을아무데서도찾을수없
었더라.

12 또 이 개다이앤톤에 대하여는

2 3ㄱ 힐 1:9.
4ㄱ 안내개다이앤톤 도적단.

8ㄱ 니후 10:15. 안내비밀 결사.



이후에 더 말할 것이니라. 이같이 니
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사십
이년이끝났느니라.

13 그리고보라, 이책의끝부분에
서 이 ㄱ개다이앤톤이 니파이 백성을
전복하였음을, 참으로 거의 완전히
멸망시켰음을너희가보게되리라.

14 보라 내 말은 힐라맨서의 끝을
뜻함이 아니요, 내가 기록한 모든 기
사를 발췌한 니파이의 책의 끝을 뜻
하느니라.

제 3 장

많은 니파이인들이 북방 땅으로 옮
겨 감－그들은 시멘트로 집을 짓고
많은 기록을 작성 보전함－수만 명
이 돌이켜 침례를 받음－하나님의
말씀은사람들을구원으로인도함－
힐라맨의 아들 니파이가 판사직을
채움. 주전49~39년경.

그리고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
치세 제사십삼년에 니파이 백성 가
운데 다툼은 없었고 다만 교회 안에
약간의 교만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백성 가운데 작은 불화들이 초래되
었으나 이 문제는 제사십삼년 말미
에해결되었더라.

2 또제사십사년에도백성가운데
다툼이없었고제사십오년에도다툼
은없었더라.

3 그러나이렇게되었나니제사십

육년에 실로 많은 다툼과 수많은 불
화가있어, 심히많은자들이그땅을
기업으로얻고자제이라헤믈라땅을
떠나ㄱ북방땅으로나아갔더라.

4 이에 그들은 심히 먼 거리를 여
행하여이윽고 ㄱ큰호수들과많은강
들에이르렀더라.

5 그뿐 아니라 참으로 그들은 그
땅의 모든 지역에 흩어져 나아가되,
무릇 이전에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
던 수많은 주민들로 인하여 황폐하
게 되지 아니하고, 수목이 없어지게
되지 아니한 모든 지역으로 나아갔
더라.

6 그리고 이제 수목에 관한 것 말
고는 그 땅의 아무 지역도 황폐하지
않았으나, 이전에 그 땅에 거했던 백
성들의 ㄱ멸망이 컸음으로 인하여 그
땅을 ㄴ황무하다하였더라.

7 또 지면에 수목이 조금밖에 없
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간
백성들은 시멘트를 다루는 데 심히
능숙하게 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시멘트로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였
더라.

8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번
성하고 퍼지며, 남방 땅으로부터 북
방 땅으로 나아가며 퍼져, 이윽고 남
쪽 바다에서 북쪽 바다까지, 서쪽
ㄱ바다에서 동쪽 바다까지 온 지면을
덮기시작하였더라.

9 또 북방 땅에 있는 백성들은 장
막과 시멘트 가옥에 거하면서, 무릇

474힐라맨서 2:13~3:9

13ㄱ 힐 6:18; 
4니 1:42.

3 3ㄱ 앨 63:4.

4ㄱ 모사 8:8; 
몰 6:4.

6ㄱ 모사 21:25~27.

ㄴ 앨 22:31.
8ㄱ 앨 22:27,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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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에 움돋는 모든 나무를 자라게
두어,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가옥과,
참으로 그들의 성읍과 그들의 성전
과 그들의 회당과 그들의 성소와 그
들의 온갖 건물들을 지을 재목을 갖
고자하였더라.

10 또 이렇게 되었나니 북방 땅에
재목이 심히 귀하였던지라, 그들이
ㄱ배편으로많이보내었더라.

11 이에 이같이 그들이 북방 땅에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능히 목재와
시멘트로 많은 성읍을 건축할 수 있
게하였더라.

12 또 이렇게 되었나니 출생으로
는 레이맨인인 암몬 ㄱ백성 중에서도
이땅으로나아간자들이많았더라.

13 그리고 이제 이 백성 중 많은
자들이 이 백성의 행한 바에 대하여
적고있는기록이많이있어, 그기록
이 그에 관해 상세하고 분량 또한 매
우많았더라.

14 그러나 보라, 이 책에는 이 백
성의 행한 바를, 참으로 레이맨인들
과 니파이인들의 기사와 그들의 전
쟁과 다툼과 불화와 그들의 전도와
그들의 예언과 그들의 해운과 그들
의선박건조와그들의 ㄱ성전건축과
회당과 그들의 성소의 건축과 그들
의 의로움과 그들의 간악함과 그들
의 살인과 그들의 도적질함과 그들
의 약탈함과 온갖 가증한 일과 음행
들을백분의일도실을수없도다.

15 그러나보라, 각양의많은책들
과 많은 기록들이 있고 이들은 주로
니파이인들에의해기록되어왔도다.

16 또 이러한 것들은 니파이인들
에 의하여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ㄱ전해져내려왔나니, 곧그들이범법
에 빠져 살해당하며, 약탈당하며, 수
색당하며, 내몰리며, 죽임당하며, 지
면에 흩어지며, 레이맨인들과 섞여
ㄴ더 이상 니파이인이라 일컬음을 받
지 아니하기에 이르렀으니, 간악하
고, 사납고, 흉포해져서, 참으로 곧
레이맨인이되어버렸음이라.

17 그리고이제나는다시나의기
사로 돌아가노니, 그러므로 내가 말
한 일은 니파이 백성들 가운데 큰 다
툼과 소요와 전쟁과 불화들이 있은
후에있었느니라.

18 판사 치세 제사십육년이 끝났
느니라.

19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제사
십칠년과 또한 제사십팔년에도 그
땅에여전히큰다툼이있었느니라.

20 그럼에도 불구하고 힐라맨은
정의와 공평으로 판사직을 채웠나
니, 참으로그는하나님의율례와, 법
도와, 계명을 지켜 준행하고, 끊임없
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행하
며, 그의부친의길을따라행하여그
땅에서번영하였더라.

21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에게 두
아들이 있어, 장자에게는 ㄱ니파이라

10ㄱ 앨 63:5~8.
12ㄱ 앨 27:21~26.
14ㄱ 니후 5:16; 

야곱 1:17; 

3니 11:1.
16ㄱ 니전 5:16~19; 

앨 37:4.
ㄴ 앨 45:12~14.

21ㄱ 안내니파이, 
힐라맨의 아들.



하는이름을주었고, 막내에게는 ㄴ리
하이라 하는 이름을 주었더라. 이에
그들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주를 섬
겼더라.

2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
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사십팔
년 말미에 니파이 백성 가운데 전쟁
과 다툼들이 약간 그치기 시작하였
더라.

23 또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 치세
제사십구년에는 그 땅에 지속적인
평화가 확립되어, 다 그러하였으되
오직도적 ㄱ개다이앤톤이그땅의보
다 주민이 많은 지역들에 세운 비밀
결사가 있었나니, 그 당시에 이들이
정부의 머리로 있는 자들에게 알려
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땅에서 멸
망되지아니하였더라.

24 또이렇게되었나니이같은해
에 교회가 심히 크게 번영하여, 수천
명이 교회에 가입하고 회개에 이르
는침례를받았더라.

25 또 교회의 번영이 심히 크고,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는 복이 심히
많아, 대제사들과 교사들 스스로도
측량할수없이놀랐더라.

26 또 이렇게 되었나니 주의 일이
번성하여 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곧
수만 명에게 침례를 주고 하나님의
교회에합하게하였더라.

27 그리하여 우리는 주께서 무릇
그 마음의 진실함으로 그의 거룩한

이름을 부를 모든 자에게 자비로우
심을알수있느니라.

28 실로 이리하여 우리는 ㄱ모든
이에게하늘의 ㄴ문이열려있음을아
노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
리스도의이름을믿을자들에게라.

29 참으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
님의 ㄱ말씀을붙잡을수있음을아노
니, 그 말씀은 ㄴ살아 있고 능력이 있
어, 악마의 모든 교활과 올무와 간계
를 파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을 협착
하고 ㄷ좁은길로인도하여, 악인들을
삼키기 위하여 예비된 저 영원한 비
참의ㄹ심연을건너게하리로다－

30 그리고그들의영혼, 곧그들의
불멸의 영혼을 하늘나라에 계시는
하나님 ㄱ우편에이르게하여, 아브라
함과 이삭과 야곱과 우리의 모든 거
룩한 조상들과 함께 앉게 하고, 다시
는나가지않게하리로다.

31 그리고 이 해에 제이라헤믈라
땅에서와 주변 모든 지역, 곧 니파이
인들이 소유한 온 땅에 기뻐함이 계
속되었더라.

32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제사십구
년의 남은 기간에도 평화와 심히 큰
기쁨이 있었고, 또한 판사 치세 제오
십년에도 역시 지속되는 평화와 큰
기쁨이있더라.

33 그리고 판사 치세 제오십일년
에 역시 평화가 있었으나, 교만이 교
회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으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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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ㄴ 안내리하이, 
니파이인 선교사.

23ㄱ 힐 2:4.
28ㄱ 행 10:28; 

롬 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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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ㄱ 안내하나님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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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성 11:2.
ㄷ 니후 9:41; 33:9.
ㄹ 니전 15:28~30.

30ㄱ 마 25: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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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 온 것이 아니
요,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다
하는 자들의 마음에 들어 온 것이
라－

34 이에그들이 ㄱ교만으로자고하
여져서, 많은 그들의 형제들을 핍박
하기에 이르렀으니, 이제 이는 크나
큰악이라, 이로인하여백성중보다
겸손한 자들이 큰 핍박을 받고 많은
고난을헤쳐나아가게되었더라.

35 그러할지라도그들은자주 ㄱ금
식하고 ㄴ기도하여, 그 ㄷ겸손한 중에
점점 더 강하여지고, 그리스도에 대
한 신앙 안에서 점점 더 굳건하여져
서 그 영혼을 기쁨과 위로로 가득 채
우기에 이르렀고, 참으로 그 마음을
ㄹ정결하게 함과 ㅁ성결하게 되기에
이르렀나니, 이 성결하게 됨은 그들
이그마음을하나님께 ㅂ드림으로말
미암아오는것이라.

36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제오십이
년도 화평한 중에 끝났으되 오직 백
성들의 마음에 심히 큰 교만이 들어
왔으니, 이는 그들의 심히 큰 ㄱ부와
그 땅에서 그들이 번영한 연고라, 또
그교만이날로그들위에자랐더라.

37 또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 치세
제오십삼년에 힐라맨이 죽고, 그의
장자 니파이가 그를 대신하여 다스
리기 시작하니라. 또 이렇게 되었나
니 그가 정의와 공평으로써 판사직
을 채우되,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그부친의길로행하였더라.

제 4 장

니파이인 이반자들과 레이맨인들이
힘을 합하여 제이라헤믈라 땅을 취
함－니파이인들의패배는그들의간
악함으로 인하여 옴－교회가 점차
쇠퇴하고 백성들은 레이맨인들처럼
약해짐. 주전38~30년경.

그리고이렇게되었나니제오십사년
에교회내에많은불화가있었고, 또
한백성가운데서도 ㄱ다툼이있어많
은유혈이있더라.

2 이에 모반한 무리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 레이맨인
의왕에게로가니라.

3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레
이맨인들을 충동하여 니파이인들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고자 애썼으나,
보라, 레이맨인들은 심히 두려워하
여 그 이반자들의 말을 듣고자 아니
하더라.

4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
치세 제오십육년에 니파이인들에게
서 레이맨인들에게로 올라간 ㄱ이반
자들이 있었으니, 이들이 다른 자들
과 함께 그들을 충동하여 니파이인
들에 대하여 노하게 하는 데 성공한
지라, 이에 그들이 그 해 내내 전쟁
준비를하였더라.

34ㄱ 안내교만.
35ㄱ 안내금식하다, 금식.

ㄴ 안내기도.
ㄷ 안내겸손한, 겸손.

ㄹ 안내순수한, 순수.
ㅁ 안내성결하게 됨.
ㅂ 대하 30:8; 

모사 3:19.

36ㄱ 안내부.
4 1ㄱ 3니 11:29.
4ㄱ 힐 5:17.



5 그리고제오십칠년에그들이니
파이인들을대적하여싸우러내려와
죽음의 일을 시작하여, 참으로 판사
치세 제오십팔년에는 제이라헤믈라
땅과 또한 풍요 땅 근처에 있는 땅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땅을 점령하는
데성공하였더라.

6 이에 니파이인들과 모로나이
하의 군대는 풍요 땅으로 쫓겨 들어
가서,

7 거기서레이맨인들에대하여방
비를 강화하였나니, 곧 서해에서 실
로 동해에 이르기까지라, 이는 그들
이 그들의 북쪽 땅을 방어하기 위하
여 방비를 강화하고 그들의 군대를
배치한 선을 따라 니파이인에게는
하룻길이더라.

8 이같이 니파이인들의 이반자들
은 레이맨인들의 수많은 군대의 도
움으로 남방 땅에 있는 니파이인들
의 모든 소유지를 다 손에 넣었으니,
이 모든 일이 판사 치세 제오십팔년
과구년에이루어졌더라.

9 또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 치세
제육십년에모로나이하가그의군대
와 더불어 그 땅의 많은 지역을 손에
넣는 데 성공하였으니, 참으로 그들
이 레이맨인들의 수중에 떨어졌던
많은성읍들을되찾았더라.

10 또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 치세
제육십일년에는그들이그들의모든
소유지의 절반을 되찾는 데 성공하
였더라.

11 이제 니파이인들의 이 큰 손실
과 그들 중에 있던 큰 살육은, 그들
중에 있는 그들의 간악함과 그들의
가증함이아니었던들생기지아니하
였으리니, 그 간악함과 가증함은 스
스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다 하는
자들중에도있었더라.

12 또 이는 그들의 심히 큰 ㄱ부로
인한 그들의 마음의 ㄴ교만으로 인한
것이었나니, 참으로이는그들이 ㄷ가
난한 자를 학대하며, 주린 자에게 그
들의 음식을 주지 아니하며, 벗은 자
에게 그들의 옷을 주지 아니하고, 그
들의 겸손한 형제들의 뺨을 치며, 거
룩한 것을 조롱하며, 예언과 계시의
영을 부인하며, 살인하며, 약탈하며,
거짓말하며, 도적질하며, 간음을 범
하며, 큰다툼을일으키고, 니파이땅
곧 레이맨인들 가운데로 이탈해 나
갔음으로인함이었더라－

13 또그들의이큰간악함과그들
이 스스로의 힘을 ㄱ자랑함으로 인하
여 그들은 스스로의 힘에 버려 둔 바
되었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번영하
지 못하고 도리어 고난을 당하며 맞
으며 레이맨인들 앞에서 쫓기기를
그들이 그들의 땅을 거의 다 잃기까
지하였더라.

14 그러나 보라, 모로나이하는 백
성들의죄악으로인하여백성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베풀었고, 또한 힐라
맨의 아들인 ㄱ니파이와 리하이도 백
성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베풀고, 또

478힐라맨서 4:5~14

12ㄱ 딤전 6:17; 
니후 9:42.

ㄴ 옵 1:3~4; 

교성 101:42.
ㄷ 교성 42:30~31.

13ㄱ 안내교만.

14ㄱ 힐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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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들의 죄악에 관해서와, 만일 그
들이 스스로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
하면 어떠한 일이 그들에게 임할 것
인가에 대하여 그들에게 많은 것을
예언하였더라.

1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회개하였고, 그들은 회개한 만큼 번
영하기시작하더라.

16 이는 모로나이하가 그들이 회
개하는것을보고위험을무릅쓰고그
들을이끌고, 이곳에서저곳으로, 성
읍에서 성읍으로 나아가, 이윽고 그
들이 그 재산의 절반과 그들의 모든
땅의절반을되찾기에이르렀음이라.

17 이같이 판사 치세 제육십일년
이끝났느니라.

18 또판사치세육십이년에이렇
게되었나니모로나이하가레이맨인
들로부터 더 이상 소유지를 빼앗을
수없었던지라.

19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땅의
나머지를 손에 넣으려는 그들의 계
획을 버렸으니, 이는 레이맨인들의
수가 심히 많아 니파이인들로서는
그들을 더 물리칠 힘을 갖는 것이 불
가능해졌음이라. 그리하여모로나이
하는 그가 취한 지역을 지키는 데 그
의모든군대를사용하였더라.

20 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
들의 수효가 많음으로 인하여 니파
이인들은 혹 자신들이 져서 짓밟히
며 살육당하며 멸망당할까 크게 두
려워하였더라.

21 참으로 그들은 앨마의 예언과
또한 모사이야의 말을 기억하기 시
작하였고, 자신들이 목이 뻣뻣한 백
성이었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
하였고,

22 또 모사이야의 ㄱ법, 곧 주께서
그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주게 하신
바를 변경하고 자신들의 발 아래 짓
밟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또 자신
들의 법은 문란해졌고, 자신들은 간
악한 백성이 되어 마치 레이맨인들
처럼간악하다는것을깨달았더라.

23 또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ㄱ쇠퇴하기 시작하였고, 그들
은 예언의 영과 계시의 영을 믿지 않
기 시작하였으며,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눈앞에다가왔더라.

24 또 그들은 자신들이 그들의 형
제 레이맨인들처럼 ㄱ약해졌음과, 주
의 영은 더 이상 자신들을 지켜 주지
아니함을알았더라. 참으로주의 ㄴ영
은 그들에게서 물러갔나니 주의 영
은 ㄷ거룩하지 아니한 성전에는 거하
지아니하는까닭이라－

25 그러므로 주께서 그 기이하고
비길 데 없는 권능으로 그들을 지켜
주시기를 그치셨으니, 이는 그들이
ㄱ믿지 않음과 참담한 간악함의 상태
에 빠졌음이라. 또 그들은 레이맨인
들의 수가 그들보다 심히 더 많아 주
그들의 하나님과 ㄴ연합하지 아니하
고는 자신들이 피치 못하고 반드시
멸망하리라는것을깨달았더라.

22ㄱ 앨 1:1.
23ㄱ 안내배도.
24ㄱ 모사 1:13.

ㄴ 안내성신.
ㄷ 모사 2:37; 

앨 7:21; 34:36.

25ㄱ 안내믿지 않음.
ㄴ 야곱 6:5.



26 이는 보라, 일 대 일로도 레이
맨인들의 힘이 그들의 힘만큼 강하
였음이라. 또 이리하여 그들은 이 큰
범법에 빠졌었나니, 실로 이리하여
그들은 ㄱ여러해가못되는동안에그
들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약하게 되
었더라.

제 5 장

니파이와리하이가가르침을베푸는
일에헌신함－그들의이름은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선조들을 본받는 생
활을하도록권유함－그리스도는회
개하는자들을구속함－니파이와리
하이가 많은 사람을 돌이키게 하고
옥에 갇힘. 불이 그들을 둘러쌈－암
흑의 구름이 삼백 명을 뒤덮음－땅
이 흔들리고, 한 음성이 사람들에게
회개할것을명함－니파이와리하이
가 천사들과 대화하고, 무리가 불에
둘러싸임. 주전30년경.

또이렇게되었나니이같은해에, 보
라, ㄱ니파이가이름이시조램이라하
는자에게판사직을넘겨주었더라.

2 이는 그들의 법과 그들의 정치
체제가 백성의 ㄱ소리에 의해 확립되
었고, 선을 택하는 자보다 악을 ㄴ택
하는 자가 더 많았으므로 그들의 멸
망이 무르익고 있었음이니, 이는 법
이문란해졌음이더라.

3 또한 이것이 모두가 아니니 그

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어서, 그들
로 멸망에 이르게 함이 아니고는 법
이나 공의로 그들을 다스릴 수 없었
더라.

4 이에이렇게되었나니니파이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지치게 된
지라, 이에 판사직을 ㄱ내어놓고 그
남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
파하기로 하였고, 그의 아우 리하이
도 그 남은 평생 동안 그리하기로 하
였더라.

5 이는 그들이 그 부친 힐라맨이
그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였음이니,
그가한말이이러하니라.

6 볼지어다, 나의 아들들아,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여
지키기를 원하며, 너희가 이 말을 백
성에게 선포하기를 바라노라. 볼 지
어다, 내가 예루살렘 땅에서 나온 우
리 ㄱ시조의 이름을 너희에게 주었으
니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너희
의 이름을 기억할 때 그들을 기억하
게 하려 함이요, 너희가 그들을 기억
할 때 그들의 행한 바를 기억하게 하
려 함이요, 너희가 그들의 행한 바를
기억할 때, 어떻게 그 행한 바가 ㄴ선
하였다 일컬음이 되고 또 기록되었
는가를너희로알게하려함이니라.

7 그러므로 나의 아들들아, 나는
너희가 선한 것을 행하여, 너희에 대
해 말하고 또한 기록함이 그들에 대
해 말하고 기록한 것같이 되기를 원
하노라.

480힐라맨서 4:26~5:7

26ㄱ 앨 46:8; 
힐 12:3~4.

5 1ㄱ 힐 3:37.

2ㄱ 모사 29:25~27.
ㄴ 앨 10:19.

4ㄱ 앨 4: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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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니후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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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또 이제 나의 아들들아, 볼지어
다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이 얼마
간더있나니, 그바람이란너희가자
랑하기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행하
지 말고 도리어 너희를 위해 참으로
영원하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ㄱ보물
을 하늘에 쌓아 두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여, 참으로 저 ㄴ귀한 영생의 은
사를 너희가 얻는 것이라, 그 은사가
우리조상들에게주어졌다고생각하
는이유가우리에게는있느니라.

9 오 기억하라, 나의 아들들아, 베
냐민 왕이 그 백성에게 한 ㄱ말을 기
억하라. 참으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나 방법이 달리 없고, 오직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ㄴ속죄의
피를 통하여서일 뿐임을 기억하라.
참으로 그가 ㄷ세상을 ㄹ구속하러 오
신다는것을기억하라.

10 또한 앰몬아이하 성에서 앰율
레크가 지에즈롬에게 한 ㄱ말을 기억
하라. 이는저가그에게이르되, 주께
서 정녕 그 백성을 구속하시러 오실
것이어니와 그가 오심은 그들을 그
들의 죄 중에 구속하려 하심이 아니
요 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속하려
하심이라하였음이니라.

11 또 그는 회개로 인하여 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속할 수 있는 능력
을 아버지에게서 받았나니, 그러므
로그는그의천사들을 ㄱ보내어구속

주의권능, 곧그들영혼의구원에이
르게 하는 회개의 조건의 소식을 선
포하게하셨느니라.

12 그러니이제나의아들들아, 하
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속주의 ㄱ반석 위에 너희가 너희의
ㄴ기초를 세워야 함을 기억하고 기억
하라. 그리하면 악마가 그의 강한 바
람을, 참으로 회리바람 가운데 그의
화살들을 내보낼 때, 참으로 그의 우
박과그의강한 ㄷ폭풍이너희에게부
딪칠 때, 그것이 너희를 이겨 비참과
끝없는 재난의 심연으로 너희를 끌
어내리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세
워진 반석으로 인함이라, 이는 확실
한 기초이니 만일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우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기초
니라.

13 또 이렇게 되었나니 힐라맨이
그의 아들들에게 ㄱ가르친 말이 이러
하였으되, 참으로 그가 지금 기록되
어 있지 아니한 것을 그들에게 많이
가르쳤고, 또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도많이가르쳤더라.

14 이에 그들이 그의 말을 기억하
였던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온 니파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
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
키며 나아갔나니, 풍요 성에서 시작
하여,

15 거기에서기드성으로, 또기드

8ㄱ 3니 13:19~21.
ㄴ 교성 14:7.

9ㄱ 모사 2:9.
ㄴ 모사 3:17~18. 

안내속죄하다, 속죄.
ㄷ 안내세상－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ㄹ 안내구속하다,

구속받은, 구속.
10ㄱ 앨 11:34.
11ㄱ 앨 13:24~25.
12ㄱ 마 7:24~27; 교성 6:34;

모세 7:53. 
안내모퉁잇돌; 반석.

ㄴ 사 28:16; 야곱 4:16.
ㄷ 3니 14:25, 27.

13ㄱ 모사 1:4.



성에서뮬레크성으로,
16 또참으로한성읍에서다른성

읍으로 나아가기를, 이윽고 남방 땅
에 있는 모든 니파이 백성 가운데 나
아가기까지 그리하였고, 거기서 제
이라헤믈라땅으로들어가레이맨인
들가운데나아갔더라.

17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
이 큰 권능으로 전파하여, 니파이인
들에게서 넘어간 ㄱ이반자들 중 많은
자를 부끄럽게 한지라, 저들이 나아
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에 이
르는 침례를 받고, 즉시 니파이인들
에게로 돌아와 저들이 행한 잘못을
그들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더라.

18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와
리하이가 심히 큰 권능과 권세로 레
이맨인들에게 전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ㄱ말을 할 수 있도록 권능과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고 또 그 말해
야할것도그들에게주셨음이라－

19 그러므로 그들이 말함으로 레
이맨인들을 크게 놀라게 하고, 저들
로 ㄱ깨닫게한지라, 제이라헤믈라땅
과 주변에 있는 레이맨인 팔천 명이
회개에 이르는 침례를 받고, 그 조상
들의 전통의 간악함을 깨닫게 되었
더라.

20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와
리하이가 거기서 나아가 니파이 땅
으로가니라.

2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
이 레이맨인들의 한 군대에 붙잡혀
ㄱ옥에던져지니, 참으로림하이의종
들이 암몬과 그의 형제들을 던져 넣
었던바로그옥이라.

22 그리고 그들이 먹지도 못하고
여러 날을 옥에 던져져 있은 후, 보
라, 저들이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나아가감옥으로들어갔더라.

23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
이와 리하이가 마치 ㄱ불 같은 것에
둘러싸여 있는지라, 저들이 타 죽을
까 두려워하여 감히 그 손을 그들에
게 대지 못하더라. 그러할지라도 니
파이와 리하이는 타지 아니하였나
니, 그들은 마치 불 가운데 서 있는
듯하였어도타지아니하였더라.

24 이에그들은 ㄱ불기둥에둘러싸
였으되 그것이 자기들을 태우지 아
니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용
기를얻었더라.

25 이는 레이맨인들이 감히 그 손
을 자기들에게 대려 하지 아니하고,
감히 자신들에게 가까이 오려고도
아니하고 다만 마치 놀라 말 못하는
자가 된 것같이 서 있는 것을 보았음
이라.

2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와 리하이가 나서서 저들에게 말하
기시작하여이르되, 두려워말라, 이
는보라, 이기이한일을너희에게보
이신 이는 하나님이심이라, 이로써

482힐라맨서 5:16~26

17ㄱ 힐 4:4.
18ㄱ 교성 100:5~8. 

안내예언, 예언하다.
19ㄱ 안내돌이킴, 돌이키다;

선교 사업.
21ㄱ 모사 7:6~7; 21:23.
23ㄱ 출 3:2.
24ㄱ 출 14:24; 

니전 1:6; 
교성 29:12; 
조역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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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가 너희 손을 우리에게 대어 우
리를 죽일 수 없음을 보이셨느니라
하더라.

27 그리고 보라, 그들이 이 말을
하고 나자 땅이 몹시 흔들리고 감옥
의 벽이 마치 금방이라도 땅에 무너
져내릴듯이흔들렸으나, 보라, 무너
지지는아니하더라. 또보라, 옥에있
던자들은레이맨인들과이반자들인
니파이인들이었더라.

28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ㄱ암흑의구름에덮이더니, 지극히엄
숙한두려움이그들에게임하더라.

29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암흑
의구름위에있는듯한한ㄱ음성이임
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
는 회개하고,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선한소식을선포하게한나의종들을
더이상멸하려하지말라하더라.

30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이
음성을 듣고 본즉, 그것은 우레의 소
리도 아니요, 크게 떠드는 소란한 음
성도아니요, 도리어보라, 그것은마
치 속삭임과도 같은 심히 부드럽고
ㄱ조용한 음성이었으되, 참으로 영혼
에까지꿰뚫었으며－

31 또 그 음성의 부드러움에도 불
구하고, 보라 땅이 심히 흔들리며 감
옥의 벽이 마치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이 다시 떨었으되, 보라 그들
을 뒤덮은 암흑의 구름은 걷히지 아
니하더니－

32 또보라그음성이다시임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는 회
개하라, 이는 천국이 가까웠음이니
나의 종들을 더 이상 멸하려 하지 말
라 하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땅
이다시진동하고벽이떨었더라.

33 또한음성이세번째로다시임
하여 사람이 이를 수 없는 기이한 말
을 그들에게 하매, 벽이 다시 떨고,
땅이 마치 금방이라도 갈라질 듯 진
동하더라.

3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
인들은 그들을 뒤덮은 암흑의 구름
으로 말미암아 도망할 수 없었으며,
그뿐 아니라 그들에게 임한 두려움
으로인하여움직일수도없었더라.

35 이제 그들 중에 출생이 니파이
사람인 자로, 한때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였었으나그들에게서떨어져나
온자가하나있었더라.

3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가 몸
을돌려, 보라, 암흑의구름을통하여
니파이와 리하이의 얼굴을 본즉, 보
라, 그 얼굴이 실로 천사의 얼굴같이
심히 ㄱ빛났더라. 또 저가 본즉 그들
이 하늘로 그 눈을 들고, 마치 그 보
는 바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있거나
또는 그 음성을 높이고 있는 듯한 태
도로있는지라.

3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이 사람
이 무리에게 소리쳐 그들로 돌아보
게하였더라. 이에보라, 그들에게능
력이 주어지므로, 그들이 돌아보고
니파이와리하이의얼굴을본지라.

28ㄱ 출 14:20.
29ㄱ 3니 11:3~14.
30ㄱ 왕상 19:12; 

교성 85:6.
36ㄱ 출 34:29~35; 

행 6:15.



38 이에 그들이 그 사람에게 이르
되, 보라, 이 모든 일의 뜻이 무엇이
며, 이 사람들이 더불어 대화하는 이
는누구이냐하는지라.

39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은 아미나
답이라. 아미나답이 그들에게 이르
되, 저들은 하나님의 천사들과 대화
하느니라.

4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
인들이그에게이르되, ㄱ우리가어찌
하여야 우리를 뒤덮은 이 암흑의 구
름이걷히겠느냐하는지라.

41 이에 아미나답이 그들에게 이
르되, 너희가 반드시 ㄱ회개하고, 그
음성에게 부르짖기를, 곧 앨마와, 앰
율레크와, 지에즈롬이 너희에게 가
르친 그리스도를 믿는 ㄴ신앙을 너희
가갖게될때까지하여야하나니, 너
희가 이렇게 할진대 너희를 뒤덮은
암흑의구름이걷히리라.

4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다 땅을 진동하게 하신 이의 음성에
게 부르짖기 시작하여, 참으로 암흑
의 구름이 흩어져 없어질 때까지 부
르짖었더라.

43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
이 주위로 그 눈을 들어 그들을 뒤덮
고 있던 암흑의 구름이 흩어져 없어
졌음을보았을때, 보라, 그들은자신
들이참으로각자불기둥에 ㄱ싸여있
는것을보았더라.

44 또 니파이와 리하이는 그들 한
가운데 있는데, 참으로 저들이 둘러

싸였으되, 참으로 저들이 마치 타오
르는 불꽃 가운데 있는 듯하였으나,
그것이 저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감옥 벽에 붙지 아니하였으며, 저들
은이루말할수없는, 충만한영광의
저ㄱ기쁨으로채워졌더라.

45 또 보라, 하나님의 ㄱ성령이 하
늘에서 내려오사 저들의 마음에 들
어가시니, 저들이 마치 불로 채워짐
같이충만하게되어기이한말을 ㄴ할
수있더라.

46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에게
한 음성이 임하니, 참으로 마치 속삭
임과도 같은 상쾌한 음성이라 이르
시되,

47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
터 있던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
대한 너희 신앙으로 말미암아, 너희
에게 ㄱ평강, 평강이있을지어다하시
더라.

48 이에 이제, 그들이 이를 듣고
마치 그 음성이 어디에서 오는지 보
려는 것같이 그 눈을 들더니, 보라,
그들이 보매 ㄱ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에게 성역
을베풀더라.

49 또 이 일을 보고 들은 자가 대
략 삼백 명 가량이었으니, 이들은 나
아가되 기이히 여기지 말며 의심하
지도말라는명령을받았더라.

5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성역을 베풀
며, 그 듣고 본 모든 일을 주변의 모

484힐라맨서 5:38~50

40ㄱ 행 2:37~39.
41ㄱ 안내회개하다, 회개.

ㄴ 안내신앙.

43ㄱ 3니 17:24; 19:14.
44ㄱ 안내기쁨.
45ㄱ 3니 9:20; 이더 12:14.

ㄴ 안내성령의 은사.
47ㄱ 안내평화.
48ㄱ 니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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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지역에두루다선포하매, 그받은
증거가 큼으로 인하여 레이맨인의
대부분이그일을믿으니라.

51 또 ㄱ믿는 자마다 모두 그들의
전쟁 무기와, 또한 그들의 증오심과
그들조상들의전통을버리더라.

52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니
파이인들에게 그들 소유의 땅을 내
어주었느니라.

제 6 장

의로운레이맨인들이간악한니파이
인들에게복음을가르침－평화와풍
요의 시기 동안 두 백성이 모두 번영
을 누림－죄의 근원인 루시퍼가 간
악한 자들과 개다이앤톤 도적단의
마음을 충동하여 살인과 간악한 일
을행하게함－도적단이니파이인의
정부를장악함. 주전29~23년경.

또이렇게 되었나니 판사 치세 제육
십이년이 끝났을 때 이 모든 일이 일
어나 레이맨인들 곧 그들 중 대부분
이 의로운 백성이 되었나니, 그들이
신앙 안에서 굳건하며 변하지 아니
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ㄱ의로움이 니
파이인들보다낫더라.

2 이는 보라, 니파이인들 중에는
ㄱ완악하며뉘우칠줄모르며심히간
악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 및 그들
가운데 임한 바 모든 전파하는 것과
예언하는 것을 다 배척하는 자들이

많이있었음이라.
3 그럼에도불구하고교회의백성

들은레이맨인들의돌이킴으로인하
여, 참으로 그들 중에 세워진 하나님
의 교회로 인하여 큰 기쁨을 얻었더
라. 이에 그들은 서로 ㄱ교제하고, 서
로기뻐하며, 큰기쁨을누렸더라.

4 또 이렇게 되었나니 많은 레이
맨인들이 제이라헤믈라 땅에 내려
와, 니파이인들에게 그들의 ㄱ돌이킨
경위를 선포하며, 그들에게 신앙과
회개를권면하였더라.

5 참으로, 또한 많은 자가 심히 큰
권능과 권세로 전파하여, 그들 중 많
은 자로 지극히 겸손하게 하고, 하나
님과 어린 양을 겸손히 좇는 자가 되
게하였더라.

6 또 이렇게 되었나니 많은 레이
맨인들이 ㄱ북방땅에들어갔고, 또한
니파이와리하이도백성에게전파하
러 북방 땅에 들어갔더라. 이에 이같
이제육십삼년이끝났느니라.

7 또 보라, 온 땅에 평화가 있어,
니파이인들은 니파이인이나 레이맨
인 가운데를 가리지 않고 어디든지
그원하는지역으로다녔더라.

8 또이렇게되었나니레이맨인들
도 니파이인 가운데나 레이맨인 가
운데나를 가리지 않고 어디로든지
그 원하는 곳으로 다녔고, 그들은 서
로 자유로이 교류를 가지며 마음대
로사고팔며이익을얻었더라.

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 곧

51ㄱ 앨 31:5.
6 1ㄱ 힐 13:1.
2ㄱ 롬 1:28~32.

3ㄱ 안내우정 증진.
4ㄱ 안내돌이킴, 돌이키다.
6ㄱ 앨 63:4~9; 

힐 3:11~12.



레이맨인들과니파이인들모두가심
히 부하게 된지라, 남쪽 땅이나 북쪽
땅을 막론하고, 그들에게 금과 은과
온갖귀금속이심히풍부하였더라.

10 이제남쪽땅은리하이라하고,
북쪽땅은시드기야의아들의이름을
따라 ㄱ뮬레크라하였으니, 이는주께
서 뮬레크를 북쪽 땅으로 또 리하이
는남쪽땅으로데려오셨음이라.

11 또 보라, 이 두 땅에 각종 온갖
금과은과귀한광물이있었고, 또정
교한 장인들이 있어 온갖 광물을 다
루며 이를 정련하였으니, 이러므로
그들이부하게되니라.

12 그들은 북쪽과 남쪽에서 모두
곡물을 풍성하게 재배하였더라. 또
한 그들은 북쪽과 남쪽에서 모두 심
히 창성하였더라. 이에 그들은 땅에
서 번성하고 점차 심히 강하게 되었
더라. 또한 그들은 양 떼와 소 떼와
살진짐승들을많이길렀더라.

13 보라 그들의 여자들은 수고하
고 길쌈하여, 온갖 옷감 곧 세마포와
각종 옷감을 지어, 그들의 벌거벗음
을 가리웠더라. 이같이 제육십사년
이평화로운가운데지나가니라.

14 또 제육십오년에도 그들에게
큰 기쁨과 평화가 있었나니, 참으로
장차 임할 일에 관하여 가르치는 일
과 예언이 많이 있었더라. 이같이 제
육십오년이지나가니라.

1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
치세제육십육년에, 보라, ㄱ시조램이

판사석에 앉았을 때 정체불명의 손
에 살해당하였더라. 또 이렇게 되었
나니 같은 해에, 백성들에 의해 그의
대신 임명되었던 그의 아들 역시 살
해되었더라. 이같이 제육십육년이
끝났느니라.

16 그리고 제육십칠년 초에 백성
들이 다시 심히 간악해지기 시작하
였더라.

17 이는보라, 주께서세상의부로
그들을 그처럼 오래 축복하신지라,
그들이 충동함을 받아 분노와 전쟁
과 유혈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마음을 저
희의 부에 두기 시작하였음이라. 참
으로 그들은 서로 남보다 높아지고
자 이익 얻기를 구하기 시작하였나
니, 그러므로 그들이 이익을 얻고자
ㄱ은밀한살인을범하며, 도적질하며,
약탈하기를시작하였더라.

18 또이제보라, 살인자와약탈자
들은 키시쿠멘과 ㄱ개다이앤톤이 조
직한 무리였더라. 또 이제 이렇게 되
었었나니니파이인들가운데에도개
다이앤톤의 무리에 속한 자가 많았
더라. 그러나보라, 이같은무리들은
보다 간악한 레이맨인들 가운데 더
많았느니라. 또한 그들은 개다이앤
톤의도적과살인자들이라일컬어졌
더라.

19 또 판사석에 있는 대판사 시조
램과 그의 아들을 살해하였던 무리
가 바로 그들이었으나, 보라, 그들은

486힐라맨서 6:10~19

10ㄱ 모사 25:2~4; 
힐 8:21.

15ㄱ 힐 5:1.

17ㄱ 3니 9:9.
18ㄱ 힐 2: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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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각되지아니하였더라.
20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

맨인들은 자기들 가운데 도적들이
있음을 알고 심히 슬퍼하여, 그 힘이
미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그들
을지면에서멸하려하였더라.

21 그러나 보라, 사탄이 대부분의
니파이인의 마음을 충동한지라, 그
들은 저 도적단과 연합하고 저들의
언약과 저들의 맹세에 가담하였으
니, 저들의 살인과 저들의 약탈과 저
들의도적질로말미암아저들이고난
을 당하지 않도록 무릇 어떠한 어려
운처지에놓이더라도서로보호하고
보전하겠다고하는것이었더라.

22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은 그
들의 표시, 곧 그들의 ㄱ은밀한 표시
와 그들의 은밀한 말을 가지고 있었
으니, 이는 언약에 가입한 형제를 식
별하여, 그의 형제가 여하한 간악함
을 행할지라도 그의 형제에 의해, 또
는 그의 무리에 속하여 이 언약을 맺
은 자들에 의해 해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었더라.

23 또한 이리하여 그들 나라의 법
과 또한 그들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
여, 살인하며, 약탈하며, 훔치며, 음
행과 온갖 간악함을 범하려 함이었
더라.

24 또 누구든지 그들 무리에 속한
자로서 무릇 그들의 ㄱ간악함과 그들
의 가증함에 대하여 세상에 누설하
는 자는 재판을 받게 하였으니, 그들

나라의 법에 따라서가 아니요 개다
이앤톤과키시쿠멘이주었던그들의
간악함의법에따라서라.

25 이제보라, 백성을멸망으로끌
어내리는 수단이 될까 하여, 앨마가
그의 아들에게 명하여 세상에 나아
가게 말라 한 것이 이 은밀한 ㄱ맹세
와언약들이라.

26 이제 보라, 그 ㄱ은밀한 맹세와
언약들은힐라맨에게전달된기록으
로부터 개다이앤톤에게로 나아왔던
것이 아니요, 보라, 우리들의 시조를
꾀어금단의열매를취하게했던 ㄴ바
로 그 존재가 개다이앤톤의 마음에
넣었던것이라－

27 참으로 ㄱ가인과더불어음모를
꾸미기를 그가 그 동생 아벨을 살해
할지라도 그 일이 세상에 알려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던 바로 그 존재이
니, 그때로부터 저가 가인과 그의 추
종자들과더불어음모를꾸몄느니라.

28 또한 그는 백성들의 마음에 하
늘에이르기위하여탑을높게 ㄱ쌓으
려는생각을넣은바로그존재요, 또
그는 그 탑으로부터 이 땅에 왔던 백
성을미혹하였던존재니, 이온땅위
에 어둠의 일과 가증한 일을 퍼뜨리
기를저가백성을 ㄴ완전한멸망과영
원한 지옥으로 끌어내리기까지 한
바로그존재더라.

29 참으로이는 ㄱ개다이앤톤의마
음에 여전히 어둠의 일과 은밀한 살
인의 일을 계속하려는 생각을 넣은

22ㄱ 안내비밀 결사.
24ㄱ 안내악한, 악함.
25ㄱ 앨 37:27~32.

26ㄱ 모세 5:29, 49~52.
ㄴ 3니 6:28; 모세 4:6~12.

27ㄱ 모세 5:18~33.

28ㄱ 창 11:1~4; 이더 1:3.
ㄴ 이더 8:9, 15~25.

29ㄱ 힐 2:4~13.



바로 그 존재이니, 그는 인류의 시작
부터 이때에 이르도록 그 일을 야기
해왔느니라.

30 또보라, 그는모든죄의 ㄱ근원
이 되는 자라. 또한 보라, 그는 자기
의 어둠의 일과 은밀한 살인을 계속
하며,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을 사로
잡을 수 있는 대로 그들의 음모와 그
들의 맹세와 그들의 언약과 심히 간
악한 그들의 계획을 대대로 전하는
도다.

31 또이제보라, 그가니파이인들
의 마음을 크게 사로잡은지라, 참으
로 그들이 심히 간악하게 되었나니,
참으로 그들의 대부분이 의의 길에
서 돌아서 떠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희 발 아래 ㄱ짓밟고, 자기의 길로
돌아서며, 자기의 금과 자기의 은으
로자기를위하여우상을지었도다.

32 또이렇게되었나니이모든죄
악이 ㄱ여러해가되지않아그들에게
임하였나니, 그 대부분이 니파이 백
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육십칠년에
그들에게임하였더라.

33 또 제육십팔년에도 그들의 죄
악이 자라, 의인들이 크게 슬퍼하며
애통하기에이르렀더라.

34 이리하여 우리는 니파이인들
이점차믿지않음에빠지며, 그간악
함과 가증함이 더욱 자라기 시작한
한편, 레이맨인들은 그 하나님을 아
는 지식이 크게 자라기 시작하였음
을 보나니, 참으로 그들은 그의 법도

와 계명을 지키기 시작하였으며, 또
그의 앞에서 진리와 정직함 가운데
행하기시작하였더라.

35 또 이리하여 주의 영이 니파이
인들에게서 ㄱ물러가기 시작하였음
을 보나니, 그들의 마음의 간악함과
완악함으로인함이었더라.

36 또 이리하여 주께서 레이맨인
들 위에 그의 영을 부어 주기 시작하
셨음을 보나니, 레이맨인들이 쉽게
그리고 기꺼이 주의 말씀을 믿었음
이라.

37 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
들은개다이앤톤도적단을수색하였
으며, 또그들중더욱간악한무리들
가운데하나님의말씀을전파하였던
지라, 마침내 레이맨인들 가운데서
는 이 도적의 무리가 온전히 진멸되
었더라.

38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에 반해
서, 니파이인들은 저들을 강화하고
저들을 지원하기를 저들 중 더욱 간
악한 무리에서 시작하여, 마침내 저
들이니파이인의온땅에퍼지기까지
그리하였고, 또 의로운 자의 대부분
을유혹하기를이들이저들의행위를
믿고저들의약탈물에참여하며저들
의 은밀한 살인과 결사에 저들과 연
합하게되기까지그리하였더라.

39 이에 이리하여 저들이 정부의
경영을도맡고나서는, ㄱ가난한자와
온유한 자와, 하나님을 따르는 겸손
한자들을저들의발아래밟으며, 치

488힐라맨서 6:30~39

30ㄱ 앨 5:39~42;
모로 7:12, 17; 
모세 4:4.

31ㄱ 니전 19:7.
32ㄱ 앨 46:8.
35ㄱ 모사 2:36; 

교성 121:37.
39ㄱ 시 109:16; 앨 5:54~56;

교성 56:16.



489 힐라맨서 6:40~7:7

며, 찢으며, 그들에게저들의등을돌
렸느니라.

40 그러므로 우리는 저들이 참혹
한상태에있고영원한멸망이 ㄱ무르
익고있었음을아느니라.

41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같이 니
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육십
팔년이끝났느니라.

힐라맨의 아들 니파이의 예언－하나
님께서 니파이 백성이 그 간악함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의 분노 중에
그들에게 임하사, 그들을 완전히 멸
하겠다고위협하심. 하나님이역병으
로 니파이 백성을 치심. 그들이 회개
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킴. 레이맨인
사무엘이니파이인들에게예언함.

제7장에서제16장까지
수록되어있음.

제 7 장

니파이가북쪽에서배척당하고제이
라헤믈라로돌아옴－그가자기의정
원 망대 위에서 기도하고 나서 백성
들에게 회개할 것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임을 호소함. 주전 23~21
년경.

보라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육십구년
에 힐라맨의 아들 니파이가 북방 땅

에서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ㄱ돌아왔
더라.

2 이는 그가 북방 땅에 있는 백성
가운데 나아가 있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말씀을전파하며그들에게
많은것을예언하였으나,

3 그들이 그의 모든 말을 배척한
지라, 그가그들가운데머물수없어
자기고향땅으로돌아왔음이라.

4 그리고 백성들이 그처럼 심히
간악한 상태에 있고, 저 개다이앤톤
도적들이판사직을채우며－그땅의
권력과 권세를 탈취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제쳐 놓으며, 조금도 그 앞에
올바름이 없으며, 사람의 자녀들에
게공의를행하지아니하며,

5 의인들을 그 의로 인하여 정죄
하고, 죄있는자와악인들을그돈으
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며, 더욱이
정부의 고위직을 차지하고, 그들의
뜻대로 다스리고 행함으로써, 이익
과 ㄱ세상의 영광을 얻으며, 더욱이
더 쉽게 간음을 범하며, 도적질하며,
죽이며, 그들의 뜻대로 행하고자 함
을보고－

6 이제 이 큰 죄악이 여러 해가 못
되는동안에니파이인에게임하였나
니, 니파이가이를보고그마음이속
에서부터 슬픔으로 복받친지라, 이
에 그가 그의 영혼의 고뇌 가운데 부
르짖기를,

7 아아, 내가 내 날들을 나의 조상
니파이가 예루살렘 땅에서 처음 나

40ㄱ 힐 5:2; 11:37; 
교성 18:6.

7 1ㄱ 힐 6:6.

5ㄱ 마 13:22; 16:26.



왔던그시대에보낼수있었다면, 그
리하여 약속된 땅에서 그와 함께 기
뻐할 수 있었다면, 그때 그의 백성은
쉽게 권함을 받았으며, 굳건히 하나
님의 계명을 지켰으며, 죄악을 행하
는 데에 더디 이끌렸으며, 주의 말씀
에속히귀를기울였도다－

8 참으로 만일 그 시대에 내 날들
을보낼수있었다면, 그러면내영혼
이 내 형제들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기쁨을누렸을것이라.

9 그러나 보라, 내게는 이 시대가
내 날들이요, 내 영혼은 내 형제들의
이 간악함으로 인하여 슬픔으로 가
득차게되었도다하더라.

10 또보라, 이제이렇게되었나니
니파이가 부르짖은 것이 니파이의
정원에 있는 망대 위에서였고, 그 정
원은 제이라헤믈라성에 있는 큰 시
장으로 통하는 대로변에 있었더라.
그러므로 니파이가 그의 정원에 있
는 망대 위에 엎드렸으니 이 망대는
또한 대로가 지나가는 정원 문 가까
이에있더라.

1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어떤 사
람들이 지나가다가 니파이가 망대
위에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내
고있는것을보고, 달음질하여그본
것을 백성에게 고하매, 백성들이 무
리를 지어 함께 와서 백성들의 간악
함으로 인하여 그처럼 크게 슬퍼하
는까닭을알고자하더라.

12 이에 이제 니파이가 일어나서

본즉 많은 무리의 백성이 함께 모였
는지라.

1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그
입을 열어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ㄱ어찌하여 너희가 함께 모였느냐?
나로 너희의 죄악에 대하여 너희에
게고하게함이냐?

14 참으로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
암아 나의 마음이 심히 슬픈 까닭에,
내가 나의 하나님께 내 영혼을 쏟아
내고자 나의 망대 위에 올랐음으로
인함이로다!

15 또 나의 슬퍼함과 애통해 함으
로 인하여 너희가 함께 모여 기이히
여기는도다. 과연 너희는 기이히 여
길 필요가 크게 있나니, 참으로 너희
가 내어준 바 되어 악마가 너희 마음
을 그처럼 크게 사로잡았으매, 너희
가마땅히기이히여겨야하리로다.

16 참으로어찌너희가, 너희의영
혼을 영원한 비참과 끝없는 재난의
저 아래로 내던져 버리기를 구하는
자의꾀임에질수가있었느냐?

17 오너희는회개하라, 너희는회
개하라! ㄱ너희가 어찌 죽고자 하느
냐? 너희는돌이키라, 너희는주너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가 어찌하
여너희를버리셨느냐?

18 이는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
하게 한 까닭이라. 참으로 너희는
ㄱ선한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아니하는도다. 참으로 너희는 그로
하여금 너희를 대하여 ㄴ격노하시게

490힐라맨서 7:8~18

13ㄱ 마 3:5~8.
17ㄱ 겔 18:23, 31~32.
18ㄱ 겔 34:12; 

요 10:14~16; 
앨 5:38~41, 57~60. 
안내선한 목자.

ㄴ 야곱 1:8; 
앨 12: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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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도다.
19 또보라, 너희가회개하지아니

할진대, 너희를 ㄱ모으시는 대신, 보
라, 그는 너희를 흩으사 너희로 개와
들짐승의밥이되게하실것이라.

20 오, 어찌너희가너희를구하신
바로 그 날에 너희의 하나님을 잊을
수가있었느냐?

21 그러나보라, 이는이익을얻기
위함이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
함이며, 또한 너희가 금과 은을 얻고
자함이라. 또너희는너희마음을재
물과 이 ㄱ세상의 헛된 것에 두고, 이
를 위하여 살인하며, 약탈하며, 도적
질하며, 너희이웃에게대하여 ㄴ거짓
증거하며, 온갖불의를행하는도다.

22 이에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할
진대 이 까닭에 너희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 이는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보라, 이 큰 성과 또한 주
변에 있는 바 우리 소유의 땅에 있는
저 모든 큰 성읍들이 빼앗긴 바 되어
거기에 너희가 거할 곳이 없게 될 것
임이라. 이는 보라, 주께서 지금까지
그리해 오신 것같이 너희 원수에게
대항할 ㄱ힘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
하실것임이니라.

23 이는보라, 이같이주께서말씀
하시되 나는, 그 죄를 회개하고 나의
말에 귀 기울이는 자 이외에, 간악한
자들에게는 그 중 어느 하나에게도
다른 자에게보다 더 나의 힘을 보이

지 아니할 것이라 하심이라. 그러므
로 이제 나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회개하지아니할진대너희보다레이
맨인들의형편이더 ㄱ나을것임을너
희가알기원하노라.

24 이는보라, 그들이너희보다더
의로움이니, 이는 그들이 너희가 받
은그큰지식을거스려범죄하지아
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
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인즉, 참으로
네가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네가 완
전히 ㄱ멸망당할 바로 그때, 주는 그
들의날을 ㄴ길게하시고그들의씨를
번성하게하시리라.

25 참으로너희가운데임한그큰
가증함으로인하여너희에게화있을
진저, 너희가 그것 곧 개다이앤톤이
세운저ㄱ비밀결사와연합하였도다!

26 참으로 너희가 너희 마음에 들
어오도록 버려 둔 그 교만으로 인하
여너희에게 ㄱ화가임하리니, 너희의
심히큰ㄴ부로말미암아그교만이선
한바를넘어너희를치켜올렸도다!

27 참으로 너희의 간악함과 가
증함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화 있을
진저!

28 그런즉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
하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라. 참으로
너희 땅을 너희는 빼앗길 것이요, 또
한너희는지면에서멸망당하리로다.

29 이제 보라, 내가 내 스스로 이
러한 일이 있으리라 말하는 것이 아

19ㄱ 3니 10:4~7.
21ㄱ 안내세상적인 것.

ㄴ 출 20:16; 
마 15:19~20.

22ㄱ 모사 7:29.
23ㄱ 힐 15:11~15.
24ㄱ 앨 9:19.

ㄴ 앨 9:16; 

교성 5:33.
25ㄱ 힐 3:23.
26ㄱ 사 5:8~25.

ㄴ 야곱 2:13.



니니, 이는 내가 이러한 일을 ㄱ아는
것이 내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님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러한 것이 참된
줄 아는 것은 주 하나님께서 이를 내
게 알게 하신 까닭이니, 그러므로 내
가그일이있으리라증거하노라.

제 8 장

부패한판사들이백성들을선동하여
니파이를대적하게하려함－아브라
함, 모세, 지노스, 지노크, 이자이어
스, 이사야, 예레미야, 리하이그리고
니파이모두가그리스도를증거하였
음－영감으로니파이가대판사의살
해를알림. 주전23~21년경.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가 이 말을 하고 나자, 보라, 그 곳에
판사요, 또한 개다이앤톤의 비밀 무
리에 속한 자들이 있더니, 그들이 노
하여 니파이를 대하여 소리를 지르
며 백성에게 이르기를, 어찌하여 너
희는 이 자를 붙잡아 끌고 가서 그로
그 행한 범죄대로 정죄 받게 아니하
느냐?

2 어찌하여 너는 이 자를 보면서
그가 이 백성과 우리의 법을 욕하는
것을듣고있느냐하였더라.

3 이는 보라, 니파이가 그들의 법
이 문란한 것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
하였음이라. 참으로 니파이가 많은
것을 이야기하였고 그것을 기록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계명에 위반되

는 것은 하나도 그가 말하지 아니하
였느니라.

4 또 그 판사들이 그에게 노한 것
은 그가 그들의 은밀한 어둠의 일에
관하여 그들에게 명백히 ㄱ말함으로
인함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히 그 손을 그에게 대지 못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
워하여 그들이 자기들에게 대하여
소리지를까하였음이라.

5 그리하여그들이백성들에게소
리 질러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는 이
자가 우리를 대하여 욕하도록 버려
두느냐? 이는 보라, 그가 이 온 백성
을 정죄하되 심지어 우리가 멸망하
리라하였고, 또한우리의이큰성읍
들을 우리가 빼앗겨 그 곳에 우리의
거할 곳을 얻지 못하게 되리라 하였
음이라.

6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것이 불
가능한줄아노니, 이는보라, 우리가
강력하고 우리의 성읍들이 크므로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조금도 이길
수없음이니라하니라.

7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같이 그
들이 백성을 충동하여 니파이를 대
하여 노하게 하고, 저들 중에 다툼을
일으켰으니, 이는 어떤 이들이 있어
소리치기를, 이 사람을 내버려 두라.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요, 우리가 회
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말하는 일들
이반드시이룰것임이니라.

8 참으로 보라, 그가 우리에게 증
거한 모든 심판이 다 우리에게 임하

492힐라맨서 8:1~8

29ㄱ 앨 5:45~46. 8 4ㄱ 니전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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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 이는 저가 우리의 죄악에 대하
여 올바로 증거한 줄 우리가 앎이로
다. 또 보라, 우리의 죄악은 허다하
니, 그가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같이 그는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도모두ㄱ알고있도다.

9 참으로 또한 보라, 그가 만일 선
지자가 아니었더라면 그러한 일에
관하여 증거할 수 없었으리라 하였
음이라.

1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를멸하기를꾀하던백성들이그들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어찌 할 수 없어
그 손을 그에게 대지 못하는지라, 그
러므로 그가 다시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였으니, 자기가 어떤 이들의
눈에 호의를 얻은 것과 그로 인해 나
머지백성들이두려워함을봄이라.

11 그러므로 그가 그들에게 더 말
하도록 강권하심을 받아 이르되, 보
라,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하나님이
한 사람 곧 모세에게 능력을 주사
ㄱ홍해의물을치게하시매물이이리
저리 갈라져, 우리 조상이었던 이스
라엘인은 마른 땅을 밟고 지나오고,
애굽의 군대 위에는 물이 닫혀 그들
을삼킨것을읽지아니하였느냐?

12 또 이제 보라, 만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그 같은 능력을 주셨으
면, 그러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중
에 쟁론하며,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

하면 너희에게 임할 심판에 관하여
내가 알 수 있는 능력을 그가 나에게
주지아니하셨다하느냐?

13 그러나 보라, 너희는 내 말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조상들
이한모든말과또한그처럼큰능력
을 받았던 이 사람 모세가 한 말, 곧
그가 메시야의 오심에 관하여 한 말
도부인하고있느니라.

14 참으로 그가 증거하기를 하나
님의 아들이 오시리라 하지 아니하
였느냐? 또 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같이장차오실이도 ㄱ들리우실것
이라.

15 그리고 그 뱀을 보는 자마다
ㄱ사는것같이, 통회하는심령을가지
고 신앙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
보는 자마다 ㄴ살 수 있으리니, 곧 영
원한저생명에이르기까지니라.

16 또이제보라, 모세만이이러한
일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 아니요, 그
의 때로부터 아브라함의 때에 이르
기까지 ㄱ모든 거룩한 선지자들도 다
그리하였도다.

17 참으로 보라, ㄱ아브라함이 그
의 오심에 대하여 보고, 기쁨으로 충
만하여즐거워하였느니라.

18 참으로, 또한보라내가너희에
게 이르노니 아브라함만이 이러한
일에 대하여 안 것이 아니요, 아브라
함의 때 이전에 하나님의 ㄱ반차로써

8ㄱ 힐 7:29.
11ㄱ 출 14:16; 

니전 17:26; 
모사 7:19; 
교성 8:2~3; 
모세 1:25.

14ㄱ 민 21:6~9; 니후 25:20;
앨 33:19~22. 안내예수
그리스도－그리스도의
예표 또는 상징들.

15ㄱ 니전 17:41; 
앨 37:45~47; 

3니 15:9.
ㄴ 요 11:25.

16ㄱ 야곱 4:4~5; 7:11.
17ㄱ 창 22:8~14; 

요 8:56.
18ㄱ 안내멜기세덱 신권.



곧 그의 아들의 반차를 따라 부르심
을 받은 자들이 ㄴ많이 있었나니, 이
는 실로 구속이 백성들에게 임할 것
임을 그가 오시기 수천 년도 전에 백
성들에게보이시려함이었느니라.

19 또 이제 나는 실로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이러한 일들을 증거한 선
지자들이 많이 있었음을 너희가 알
기 원하노니, 참으로 보라, 선지자
ㄱ지노스가 담대히 증거하였고, 그로
인해죽임을당하였노라.

20 또보라, ㄱ지노크도, 또이자이
어스도, 또 ㄴ이사야도, ㄷ예레미야도
그리하였나니 (예레미야는 ㄹ예루살
렘의 멸망을 증거한 바로 그 선지자
라)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의 말대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을 알고 있
느니라. 오 그러하거늘 어찌하여 그
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
지아니하리요?

21 또 이제 너희는 ㄱ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을 논박하겠느냐? 너희
가시드기야의 ㄴ아들들이 ㄷ뮬레크를
제외하고 모두 죽임을 당하지 아니
하였다 하려느냐? 참으로 너희는 시
드기야의 자손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들이예루살렘땅에서쫓겨났음을
보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보라 이것
이모두가아니니－

22 우리 조상 리하이가 이러한 일

에 대하여 증거하였음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쫓겨났느니라. 니파이
도 또한 이러한 일에 대하여 증거하
였으며, 이때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
든 우리의 조상들이 그리하였나니,
참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ㄱ오심에
대하여 증거하고, 앞을 바라보며, 장
차이를그의날을기뻐하였느니라.

23 또 보라, 그는 하나님이시요,
그들과 함께 계시나니, 그가 그들에
게 자기를 나타내시매, 그들은 그에
게 구속을 받았으며, 그들은 장차 이
를 일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돌
렸느니라.

24 또 이제 보건대 너희가 이러한
일을 알고 있고 너희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를 부인할 수 없은
즉, 그러므로 이 일에 너희가 범죄하
였나니, 이는 너희가 받은 증거가 그
처럼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거부하였음이라. 참으로
너희는 이러한 것이 참되다는 증거
로서 ㄱ모든 것을 받았으니, 곧 하늘
에있는것과땅에있는모든것을다
받았느니라.

25 그러나보라, 너희는진리를거
부하고 너희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ㄱ거역하였으며, 이 시간에도 너희를
위하여, 아무것도 썩지 아니하고, 부
정한 것은 아무것도 올 수 없는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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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ㄴ보물을 쌓아두는 대신, ㄷ심판의
날에 대하여 너희를 위하여 진노를
쌓는도다.

26 실로 이 시간에도 너희의 살인
과 너희의 ㄱ음행과 간악함으로 말미
암아 너희의 영원한 멸망이 무르익
고 있나니, 참으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멸망이 속히 너희에게
이르리라.

27 참으로 보라 멸망은 지금 실로
너희 문턱에 이르렀나니, 참으로 너
희는 들어가 판사석에 이르러 살펴
보라. 너희의 판사가 살해되어 자기
피 가운데 ㄱ누워 있나니, 그는 판사
직에 앉기를 구하는 ㄴ자기 형제에게
살해되었느니라.

28 또 보라, 그들은 둘 다 너희의
비밀 결사에 속하였고, 그 결사를
ㄱ창안한 자는 개다이앤톤과 사람들
의 영혼을 멸망시키기를 구하는 저
악한자니라.

제 9 장

사자들이 대판사가 판사석에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함－그들이 옥에 갇
혔다가 나중에 풀려남－영감으로써
니파이는시앤툼이살해자임을밝혀
냄－일부사람들이니파이를선지자
로받아들임. 주전23~21년경.

보라,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가 이 말을 하고 나자, 그들 중에 있

던 어떤 사람들이 판사석으로 달려
갔으니, 간 사람이 참으로 다섯이라.
그들이가면서서로말하기를,

2 보라, 이 사람이 선지자인지 그
리고 하나님이 그를 명하여 우리에
게 그처럼 기이한 일들을 예언하게
하셨는지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리
라. 보라, 우리는 그가 그리하셨다고
믿지 아니하며, 참으로 우리는 그가
선지자라고도 믿지 아니하거니와,
그러할지라도, 만일 그가 대판사에
관하여말한이것, 곧저가죽었다한
말이 참일진대, 우리는 그가 한 다른
말들도참된줄믿으리라하더라.

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힘을다하여달음질하여들어가판사
석에 이른즉, 보라, 대판사가 엎드러
져자기피가운데ㄱ누워있는지라.

4 이제 보라, 그들이 이를 보고 심
히 놀라 땅바닥에 쓰러졌으니, 이는
니파이가 대판사에 관하여 한 말을
그들이믿지아니하였었음이라.

5 그러나 이제 그들이 보고 믿은
지라, 니파이가 말한 모든 심판이 백
성에게 임할까 하는 두려움이 그들
에게 임하였으므로, 그들이 크게 떨
고땅에쓰러졌더라.

6 이제 판사가 살해된 그 즉시－
저는 은밀한 복장을 한 그 형제에게
찔렸나니, 그는 도망하였고 종들은
달음질하여 사람들 중에 살인에 대
해소리높여고하더라.

7 이에 보라 백성들이 판사석 있

25ㄴ 힐 5:8; 
3니 13:19~21.

ㄷ 교성 10:20~23;

121:23~25.
26ㄱ 안내음행.
27ㄱ 힐 9:3, 15.

ㄴ 힐 9:6, 26~38.
28ㄱ 힐 6:26~30.
9 3ㄱ 힐 8:27.



는 곳으로 함께 모이더니－땅에 쓰
러진그다섯사람을보고놀라니라.

8 또 이제 보라, 이 백성들은 니파
이의 ㄱ정원에 모였던 무리에 관해서
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나니, 그러
므로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 사람들
이 판사를 살해한 자들이로다. 하나
님이그들을치신지라그들이우리에
게서도망할수없었도다하였더라.

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을
붙잡아 결박한 다음 옥에 던져 넣으
니라. 그리고 판사가 죽임을 당하였
고, 살해한 자들은 붙들려 옥에 던지
웠다는것을널리공포하였더라.

1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다음 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 위대한 대판
사의장례에, 슬퍼하며 ㄱ금식하기위
하여함께모였고,

11 그리하여 니파이의 정원에 있
었고 또 그의 말을 들은 그 판사들도
역시장례에함께모였더라.

1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백성 중에 물어 이르되, 대판사의 죽
음에 관하여 물어보도록 보냄을 받
은그다섯은어디있느냐? 그들이대
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보내었다 하
는 이 다섯에 관하여는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옥에 던져
넣은살인자들이다섯있느니라.

1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들
이 그들을 데려오기를 청하매 그들
을 데려오니, 보라 그들은 보냄을 받
았던 그 다섯이라. 또 보라 판사들이
그 일에 관하여 알고자 그들에게 물

으매, 그들이그행한바를다고하여
이르되,

14 우리가 달음질하여 판사석이
있는 곳에 이르러, 모든 것이 니파이
가 증거한 그대로인 것을 보고, 우리
가 놀라 땅에 쓰러졌더니, 우리의 놀
란 데서 우리가 회복된즉, 보라 그들
이우리를옥에던졌더라.

15 이제 이 사람의 살해에 대해서
는 누가 그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며, 오직 이만큼을 우리가 아노
니, 너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달음
질하여 왔고, 보라 저는 니파이의 말
대로죽어있었느니라.

16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판
사들이 이 일을 백성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니파이를 대적하여 크게
소리쳐이르되, 보라, 우리는이니파
이가 판사를 죽이기로 누군가와 맹
약했던 것이 틀림없으며, 그러고 나
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우리
를 그의 신앙으로 돌이키고, 스스로
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위대한 자
요 또 선지자로 높이고자 하였음을
아노라.

17 이제 보라, 우리가 이 자를 간
파해 내리니, 그가 자기 잘못을 자백
하고 이 판사를 살해한 진범을 우리
에게알게하리라하니라.

18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 다
섯은 장례 당일에 풀려났더라. 그러
할지라도그들은판사들이니파이를
대적하여 한 말을 두고 그 판사들을
꾸짖고, 하나씩 하나씩 저들과 쟁론

496힐라맨서 9:8~18

8ㄱ 힐 7:10. 10ㄱ 안내금식하다, 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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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마침내 저들을 부끄럽게 하였
더라.

19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니
파이를 붙잡아 결박하여 무리 앞에
끌어오게 하고, 그를 책잡아 그를 고
소하여 사형을 받게 하고자 여러 가
지로그를심문하기시작하여－

20 그에게 이르되, 너는 공범자로
다. 이 살인을 행한 이 자가 누구냐?
이제 우리에게 고하고, 네 허물을 자
백하라. 이르되, 보라여기돈이있나
니, 만일네가우리에게고하고그맺
은 맹약을 인정하면 네 목숨도 네게
주리라하니라.

21 그러나 니파이가 그들에게 말
하되, 오 너희 ㄱ우매한 자들, 너희 마
음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 너희 맹인
들과 너희 ㄴ목이 뻣뻣한 백성들아,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어느 때까
지 너희를 이 죄의 길에 계속 행하도
록버려두실지아느냐?

22 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할진
대, 이 시간에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큰 멸망으로 인하여 너희가 슬피 부
르짖고 ㄱ곡하기 시작하여야 마땅하
도다.

23 보라 너희는 내가 어떤 사람과
맹약하여 그로 하여금 우리의 대판
사 시에조램을 살해하게 하였다 하
는도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실로 내가 너희 중에
있는 간악함과 가증함에 대하여 알
고 있다는 증거로서,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여 너희로 이 일에 관하여 알
게한까닭이니라.

24 또 내가 이렇게 하였음으로 인
하여, 너희가 말하기를 내가 어떤 사
람과 맹약하여 그로 이 일을 행하게
하였다 하고, 참으로 내가 이 표적을
너희에게보였음으로인하여너희가
내게 노하여, 내 생명 멸하기를 구하
는도다.

25 또 이제 보라, 내가 또 다른 표
적을 너희에게 보이고, 이 일에도
너희가 나를 멸하기를 구하는지 보
리라.

26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에조램의 ㄱ형제인 시앤툼의 집으
로가서그에게이르기를－

27 이 백성에 관하여 그처럼 많은
재앙을 예언하는 자칭 선지자 니파
이가 너와 맹약하고 그에 따라 네가
네형제인시에조램을살해하였느냐
하라.

28 이에보라, 그가너희에게이르
기를, 아니라하리라.

29 이에 너희는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네형제를살해하였느냐하라.

30 이에 그는 두려움을 품고 서서
뭐라 말해야 할지 알지 못할 것이라.
또한 보라, 그가 너희에게 부인하고,
마치놀란체할것이나, 그럼에도불
구하고 그는 자기의 결백함을 너희
에게주장할것이라.

31 그러나보라, 너희는그를자세
히 살필지니, 그리하면 너희가 그의

21ㄱ 행 7:51.
ㄴ 안내거역.

22ㄱ 모사 7:24.

26ㄱ 힐 8:27.



외투자락에서피를발견할것이라.
32 이에 너희가 이를 보거든 말하

기를, 이피가어디서묻었느냐? 이것
이네형제의피인줄우리가모를줄
아느냐하라.

33 그리하면 그가 떨며 창백하게
보이리니, 참으로 마치 죽음이 그에
게임한것같으리라.

34 그때에너희가말하기를, 이두
려움과 네 얼굴에 임한 이 창백함으
로 인하여, 보라, 우리는 네가 죄 있
음을아노라하라.

35 그리하면 더 큰 두려움이 그에
게 임하리니, 그때 그가 너희에게 자
백하고, 그가 이 살인을 행하였음을
더이상부인하지아니하리라.

36 그러고 나면 그가 나 니파이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게 주신 바 된
것이외에이일에관하여는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
라. 그러고 나면 너희도 내가 정직한
사람이요, 내가하나님께로부터너희
에게보내심을받은줄을알리라.

3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가서 니파이가 그들에게 이른 대로
하였더라. 그리고보라, 그가한말이
사실이었더라. 이는 그 말대로 그가
부인하였고, 또한 그 말대로 그가 자
백도하였음이라.

38 또그는끌려와서그가바로그
살인자임이 입증된지라, 그 다섯은
석방되고, 니파이도풀려났더라.

39 이에 니파이인 중에 니파이의
말을 믿는 자가 더러 있었고, 또 그

다섯의 증거로 인하여 믿는 자도 있
었으니, 이는 그들이 옥에 있는 동안
돌이켰음이더라.

40 또 이제 백성들 중에는 니파이
를 선지자라 말하는 자가 더러 있었
더라.

41 또 다른 이들은 말하되, 보라,
그는 신이라, 이는 그가 신이 아니고
서는 모든 일을 알 수 없었을 것임이
라. 이는 보라, 그가 우리 마음의 생
각을 우리에게 고하였고, 또한 사실
을 우리에게 고하였으며, 심지어 우
리의대판사를살해한진범까지도우
리에게알게하였음이니라하더라.

제 10 장

주께서 니파이에게 인봉하는 권능을
주심－그가 땅에서와 하늘에서 매고
푸는권능을받음－그가백성에게회
개할 것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
임을명함－영이그를무리에게서무
리에게로 이끌어 가심. 주전 21~20
년경.

이에이렇게 되었나니 백성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매, 그들이 그들 한
가운데 서 있는 니파이를 홀로 남겨
둔 채, 이리저리 나뉘어 자기 길을
가니라.

2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는
주께서 자기에게 보여 주신 일들을
ㄱ깊이생각하면서, 자기의집을향하
여자기길을가니라.

498힐라맨서 9:32~10:2

10 2ㄱ 안내깊이 생각하다.



499 힐라맨서 10:3~12

3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이같이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니
파이인 백성들의 간악함, 곧 그들의
은밀한 어둠의 일과 그들의 살인함
과 그들의 약탈함과 온갖 불의로 인
하여많이의기소침하여－그가이같
이 그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이렇게되었나니, 보라, 한음성이그
에게임하여이르시되,

4 니파이야, 네가 행한 그 일들로
말미암아 네가 복이 있나니, 이는 내
가 네게 준 말을 네가 어떻게 ㄱ지치
지 아니하고 이 백성에게 선포하였
는지 내가 보았음이라. 네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ㄴ네 스스로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
ㄷ뜻을 구하며, 내 계명을 지킬 것을
구하였도다.

5 이제네가그처럼지치지아니하
고이를행하였은즉, 보라, 내가너를
영원히복주어, 너로말과행실에, 신
앙과 행위에 능하게 하리라. 참으로
네 ㄱ말을 좇아 ㄴ모든 일이 네게 이루
어지리니, 이는 네가 내 뜻에 반하는
것을간구하지ㄷ아니할것임이니라.

6 보라, 너는 니파이요, 나는 하나
님이라. 볼 지어다, 내가 이를 나의
천사들의 면전에서 네게 선포하노
니, 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권능을
지니고, 이 백성의 간악함을 좇아
ㄱ기근과 역병과 멸망으로 땅을 칠지

니라.
7 보라, 내가 네게 권능을 주노니,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ㄱ인봉하면
하늘에서도 인봉될 것이요, 무엇이
든지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하여 너는 이 백성 가
운데권능을지닐지니라.

8 그러므로 만일 네가 이 성전더
러 이르기를 그것이 둘로 갈라지리
라하면그대로될것이니라.

9 또만일네가이 ㄱ산더러이르기
를 너는 낮아져서 편편하게 되라 하
면그대로될것이니라.

10 또 보라, 만일 네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치시리라 하면 그 일이 이
룰것이라.

11 그런즉 이제 보라,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선
포하기를, 전능하신 자 곧 주 하나님
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회
개하지 아니할진대 너희가 치심을
입어 ㄱ멸망당하기에 이르리라 하신
다하라.

12 이에보라, 이제이렇게되었나
니 주께서 이러한 말씀을 니파이에
게 하신즉, 그가 멈추어 자기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지면에 여기저기 흩
어진 무리에게로 돌아가, 주께서 그
에게 하신 말씀 곧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 경우 임하게 될 그들의 멸망
에 관한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

4ㄱ 안내부지런함.
ㄴ 안내희생.
ㄷ 3니 11:11.

5ㄱ 이노 1:12.
ㄴ 3니 18:20; 

교성 88:63~65.

ㄷ 니후 4:35; 
교성 46:30.

6ㄱ 힐 11:4~18.
7ㄱ 마 16:19. 

안내인봉하다, 인봉.
9ㄱ 마 17:20; 

야곱 4:6; 
몰 8:24; 
이더 12:30.

11ㄱ 힐 5:2.



하기시작하였더라.
13 이제 보라, 니파이가 대판사의

죽음에관하여그들에게고함으로써
행한 저 큰 기적에도 불구하고, 그들
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주의 말
씀에귀를기울이지아니하였더라.

14 그러므로 니파이가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되, 주께
서말씀하시되너희가회개하지아니
할진대너희가치심을입어멸망당하
기에이르리라하신다하였더라.

15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가
그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여도, 보
라, 그들이 여전히 그 마음을 완악하
게 하여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자 아
니하더니, 그들이 그를 대하여 욕하
며, 그들손을그에게대어그를옥에
던져넣고자하였더라.

16 그러나 보라, 하나님의 권능이
그와 함께 하시매, 그들이 그를 붙잡
아옥에던져넣을수없었나니, 이는
그가 영에 붙잡혀 그들 가운데에서
데려가졌음이더라.

17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같이 그
가 무리에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마침내 이를 그
들 모두에게 선포하기까지, 또는 이
를 모든 백성 가운데 보낼 때까지 하
였더라.

18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
의 말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더
니, 분쟁이 생기매 스스로 나뉘어져
서칼로서로죽이기시작하니라.

19 이에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

한 판사 치세 제칠십일년이 끝났느
니라.

제 11 장

니파이가 기근으로 그들의 전쟁을
대신하실 것을 주께 설득함－많은
백성들이죽음－그들이회개하고니
파이가주께비를간구함－니파이와
리하이가많은계시를받음－개다이
앤톤 도적단이 그 땅에서 몸을 숨김.
주전20~6년경.

그리고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
치세제칠십이년에다툼이증가하더
니, 마침내 그 온 땅 모든 니파이 백
성가운데전쟁이있으니라.

2 또 이 멸망과 간악함의 일을 이
끈자들은이 ㄱ비밀도적단이었더라.
그리고 이 전쟁은 그 해 내내 지속되
었고제칠십삼년에도계속되었더라.

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이 해에
니파이가주께부르짖어이르되,

4 주여, 이 백성이 칼로 멸망당하
도록버려두지마시옵고, 주여, 차라
리 이 땅에 ㄱ기근이 있게 하사, 그들
을 일깨워 주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
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혹 그
들이회개하고주께로돌이키리이다
하더라.

5 이에니파이의말대로그리된지
라, 이에 그 땅 온 니파이 백성 가운
데 큰 기근이 있더라. 이리하여 제칠
십사년에 기근이 계속되매, 멸망의

500힐라맨서 10:13~11:5

11 2ㄱ 힐 6:18~24; 11:25~26. 4ㄱ 왕상 17:1; 힐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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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칼에 의하여서는 그쳤으나 기
근에의하여서는심하게되었더라.

6 또 이 멸망의 일은 제칠십오년
에도 계속되었더라. 이는 땅이 치심
을 당하여 메말랐으므로, 곡물의 시
기에 곡물을 내지 못하였음이라. 또
온 땅이 치심을 당함이 니파이인들
가운데심지어는레이맨인들가운데
도 있었던지라, 그들이 치심을 입어
그 땅의 더욱 간악하던 지역에서 수
천이죽었더라.

7 이에이렇게되었나니백성들이
바야흐로자기들이기근으로멸망하
게 되었음을 보고는, 주 그들의 하나
님을 기억하기 시작하고, 또 니파이
의말을ㄱ기억하기시작하였더라.

8 이에백성들이그들의대판사들
과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탄원하기
시작하여, 그들이 니파이에게 말하
고자한것은, 보소서, 우리는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노니, 그러므
로 주 우리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
로 이 기근을 우리에게서 돌이키시
게 하소서. 우리의 멸망에 관하여 당
신이하신모든 ㄱ말씀이다이루어질
까하나이다하는것이었더라.

9 이에이렇게되었나니판사들이
그들의 요청한 말대로 니파이에게
말하였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가 백성들이 회개한 것과 굵
은 베를 입고 스스로 겸손하여진 것
을보고, 다시주께부르짖어이르되,

10 주여, 보시옵소서이백성이회

개하나이다. 또 그들이 개다이앤톤
의 무리를, 저들이 멸절될 정도로 그
들 가운데서 쓸어버린지라, 이에 저
들이 저들의 은밀한 계획들을 땅에
묻어버렸나이다.

11 이제주여, 그들의이겸손함으
로 인하여 주의 노여움을 돌이키시
고, 주께서이미멸하신그간악한자
들의 멸망으로 주의 노여움을 가라
앉게하시옵소서.

12 주여, 주의 노여움, 곧 주의 맹
렬한 노여움을 돌이키시고, 이 기근
을이땅에서그치게하시옵소서.

13 주여,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 말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지면
에 ㄱ비를 보내사, 땅으로 그 소산을
내게 하시며, 곡물의 시기에 그 곡물
을내게하시옵소서.

14 주여, 내가 아뢰기를, 기근이
있게 하사 칼의 해악을 멎게 하시옵
소서 하였을 때, 주께서 ㄱ내 말을 들
으셨사온즉, 이때에도 내 말을 들으
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회개하면 내가
그들을멸하지아니하리라하셨음이
니이다.

15 참으로 주여, 그들이 그들에게
임한 기근과 역병과 멸망으로 인하
여회개한것을주께서보시나이다.

16 또한 이제 주여, 주의 진노를
돌이키시고, 그들이 주를 섬기는지
다시 시험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또만일그들이그리하면, 주여, 주께

7ㄱ 힐 12:3.
8ㄱ 힐 10:11~14.

13ㄱ 왕상 18:1, 41~46.

14ㄱ 힐 11:4.



서 하신 말씀대로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주실수있나이다하였느니라.

1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제칠십
육년에 주께서 그 진노를 백성에게
서돌이키시고, 땅에 ㄱ비를내리신지
라, 이로써땅이그산물의시기에그
산물을 내었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
니 땅이 그 곡물의 시기에 그 곡물을
내었더라.

18 이에 보라, 백성들은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온 지면에
는 기쁨이 충만하였으니, 그들이 더
이상 니파이를 멸하려 하지 아니하
고, 도리어 그를 ㄱ큰 선지자요, 하나
님으로부터 큰 능력과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사람으로여겼더라.

19 또 보라, 그의 아우 리하이도,
의에 관한 것으로는 ㄱ조금도 그에게
뒤지지아니하였더라.

2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성이 다시 그 땅에서 번영하기 시
작하였고, 그들의 황폐한 곳들을 쌓
아 올리기 시작하였으며, 번성하고
퍼지기 시작하여, 이윽고 북방과 남
방, 서해에서 동해에 이르기까지 온
지면을덮기에이르렀더라.

21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제칠십육
년이 화평한 가운데 끝나더라. 또한
제칠십칠년이 화평한 가운데 시작되
더라. 이에 ㄱ교회가 온 땅에 두루 퍼
지고, 니파이인과 레이맨인 백성의
대부분이교회에속하였으며, 그들이
그 땅에서 심히 큰 평화를 누리더니,

이같이제칠십칠년이끝났느니라.
22 또 그들이 제칠십팔년에도 평

화를 누렸으되, 다만 선지자들이 확
립해 놓은 교리의 요점에 관하여 약
간의다툼이있더라.

23 또 제칠십구년에는 많은 분쟁
이 생겼더라.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
니 니파이와 리하이와, 또 교리의 참
된 요점을 아는 그들의 많은 형제들
이, 매일 많은 ㄱ계시를 받아, 이로써
백성에게가르침을베풀어결국같은
해에그들의분쟁을종식시켰더라.

24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
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팔십년에, 니
파이 백성에게서 이반한 자로서 수
년전에레이맨인들에게로넘어가서
스스로 레이맨인이라 하는 이름을
취한 자들이 소수 있었고, 또 레이맨
인의 실제 후손인 자들이 소수 있어,
이들이 그들 곧 그 이반자들에게 충
동되어 노하게 되었더니, 그로 인해
그들이 그들 형제들과 더불어 전쟁
을시작하였더라.

25 이리하여 그들이 살인과 약탈
을 자행하고, 그러고 나서는 산으로,
또 광야와 은밀한 장소들로 퇴각하
여 몸을 숨기는지라, 그들을 찾아낼
수 없었으며, 그들에게로 나아가는
이반자들이 있는 만큼 그들의 수효
가매일더하여지더라.

26 그리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참으로 여러 해가 지나지 못하여, 그
들이 심히 큰 도적단이 되었더라. 또

502힐라맨서 11:17~26

17ㄱ 신 11:13~17.
18ㄱ 힐 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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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개다이앤톤의 모든 은밀한
계획을 다 찾아낸지라, 그로 인해 그
들이개다이앤톤의도적들이되었느
니라.

27 이제 보라, 이 도적들이 큰 재
해를 일으켜, 참으로 니파이 백성 가
운데서와 또한 레이맨인 백성 가운
데의큰멸망을초래하는지라.

2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이 멸망
의 일을 그치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
으므로그들이강한군사로이루어진
군대를 광야와 산으로 보내어 이 도
적단을찾아내어멸하게하였더라.

29 그러나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그 같은 해에 그들이 쫓겨 자기 땅으
로 돌아왔더라. 이에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팔십년이
끝났느니라.

30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제팔십일
년 초에 그들이 다시 이 도적단을 치
러 나아가, 많은 자들을 멸하였으나,
그들에게도많은멸망이임하였더라.

31 이에 그들이 다시 광야와 산에
서 나와 자기 땅으로 돌아오지 아니
할수없었으니, 이는산과광야에들
끓는 도적들의 수효가 심히 많음으
로인함이더라.

32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같이 이
해가 끝나더라. 이에 도적들은 여전
히 늘어나고 점점 강해지더니, 이윽
고 니파이인과 또한 레이맨인의 온
군대도 겁내지 않게 된지라, 저들이
온 지면의 백성에게 큰 두려움이 임
하게하였더라.

33 참으로이는저들이그땅여러
지역을 침범하여 그들에게 큰 멸망
을 행하여, 실로 많은 자를 죽이고,
다른 이들은 사로잡아 광야로 끌어
갔으니, 참으로 또한 특별히 그들의
여자들과 그들의 아이들에게 더욱
그리하였음이라.

34 이제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
여그들에게임한이큰악이, 그들을
다시 일깨워 주 그들의 하나님을 기
억하게하였더라.

35 그리고 이같이 판사 치세 제팔
십일년이끝났느니라.

36 그리고 제팔십이년에 그들은
또다시주그들의하나님을 ㄱ잊기시
작하더라. 그리고 제팔십삼년에는
그들의 죄악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
하였더라. 그리고 제팔십사년에는
그들이 그들의 길을 고치지 아니하
더라.

3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제팔십
오년에는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간
악함이 점차 더더욱 굳어졌고, 이로
써 그들의 멸망은 또다시 무르익고
있었더라.

38 이에 이같이 제팔십오년이 끝
났느니라.

제 12 장

사람은 변하기 쉽고 어리석고 악을
행하기에빠름－주께서자기백성을
징계하심－사람의 보잘 것 없음이
하나님의권능과비교됨－심판의날

36ㄱ 앨 46:8.



에, 사람은 영원한 생명 혹은 영원한
저주를얻게될것임. 주전6년경.

이리하여 우리는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거짓된지와 또한 그
변하기 쉬움을 볼 수 있나니, 참으로
우리는 주께서 그 크고도 한량없는
선하심 가운데 무릇 자기를 ㄱ신뢰하
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ㄴ번영하
게하신다는것을알수있느니라.

2 참으로, 또한 우리는 주께서 자
기 백성을 번영하게 하사, 실로 그들
의 밭, 그들의 양 떼와 그들의 소 떼
와, 금과 은과 각양각색의 온갖 귀한
것들을 얻게 하시며 그들의 생명을
살려 두시며,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원수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그들을 대적
하여 전쟁을 선포하지 않게 하시며,
참으로 또한 요컨대, 자기 백성의 복
리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
시는바로그때에, 참으로그때가곧,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ㄱ완악하게 하
며, 주그들의하나님을잊으며, 거룩
하신 이를 그들의 발 아래 ㄴ밟는 때
임을 우리가 알 수 있나니－실로 이
는 그들의 편안함과 그들의 심히 큰
번영까닭이라.

3 이러므로주께서많은고난으로
자기 백성을 ㄱ징계하지 아니하시면,
참으로 그가 사망과 공포와, 기근과

온갖 역병으로 그들을 징벌하지 아
니하시면, 그들이그를 ㄴ기억하지아
니할줄우리가알게되리라.

4 오 사람의 자녀들이 어찌 그리
어리석으며, 어찌 그리 허황되며, 어
찌그리악하고, 악마적이며, 어찌그
리 죄악 행하기는 ㄱ속히 하며, 어찌
그리 선행하기는 더디 하는고! 참으
로 저 악한 자의 말에 귀 기울이며,
그 ㄴ마음을세상의헛된것들에두기
는어찌그리속히하는고!

5 참으로어찌그리 ㄱ교만중에자
고하기를 속히 하며, 참으로 어찌 그
리 뽐내면서 온갖 불의한 바 행하기
는속히하며, 주그들의하나님을기
억하며, 그 권고에 귀를 기울이기는
그들이 어찌 그리 더디 하며, 참으로
지혜의길로 ㄴ행하기는어찌그리더
디하는고!

6 보라, 그들은 그들을 ㄱ창조하신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ㄴ통치하
고 다스리심을 바라지 아니하며, 그
들을 향한 그의 크신 선하심과 그의
자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권고
를 무시하며 그가 그들의 인도자 되
심을원하지아니하는도다.

7 오사람의자녀들의 ㄱ보잘것없
음이 어찌 그리 큰고, 참으로 그들은
땅의티끌만도못하도다.

8 이는 보라, 땅의 티끌은 우리의
크고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504힐라맨서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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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 4:6. 안내신뢰.

ㄴ 대하 26:5; 시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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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성 98:21; 101:8.
ㄴ 암 4:6~11.

4ㄱ 출 32:8.
ㄴ 마 15:19; 히 3:12.

5ㄱ 잠 29:23. 안내교만.
ㄴ 안내걷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6ㄱ 사 45:9; 교성 58:30;

모세 7:32~33.
ㄴ 교성 60:4.

7ㄱ 사 40:15, 17; 
모사 4:19; 모세 1:10.



505 힐라맨서 12:9~23

이리저리 움직여, 갈라지기까지 함
이니라.

9 참으로 보라, 그의 음성에 언덕
들과산들이떨고ㄱ진동하도다.

10 또 그의 음성의 ㄱ권능으로 그
것들이 깨어져 참으로 골짜기처럼
편편해지느니라.

11 참으로 그의 음성의 권능으로
ㄱ온땅이진동하며,

12 참으로 그의 음성의 권능으로
기초가 흔들리되 바로 그 중심까지
도흔들리는도다.

13 참으로또만일그가땅더러이
르시기를－움직이라－하시면 그것
은움직이는도다.

14 참으로 만일 그가 ㄱ땅더러 이
르시기를－너는 ㄴ되돌아가 낮으로
여러 시간 더 ㄷ길어지게 하라－하시
면그대로이루어지느니라.

15 이리하여 그의 말씀대로 땅이
되돌아가매, 사람에게는 태양이 가
만히서있는듯보이나니, 과연그러
하니라. 또보라, 이것이그러하니이
는 정녕 움직이는 것이 땅이요 태양
이아님이라.

16 또 보라, 또한 그가 만일 큰 깊
음의 ㄱ물들에게 이르시기를－ㄴ너는
마르라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느니
라.

17 보라, 만일 그가 이 산더러 이
르시기를－너는 들리워, ㄱ이리 와서
저 성읍 위에 떨어져 그것으로 묻히

게 하라－하시면, 보라 그대로 이루
어지느니라.

18 또 보라, 만일 어떤 사람이 보
물을땅에 ㄱ감추는데, 주께서이르시
기를－이를 감춘 자의 죄악으로 인
하여 그것이 ㄴ저주를 받을 지니라－
하실것같으면, 보라, 그것이저주를
받을것이라.

19 만일 주께서 말씀하기를－네
가 저주를 받아 이때로부터 영원토
록 아무도 너를 발견하지 못하리
라－하실 것 같으면, 보라, 아무도
이후로 영원토록 그것을 얻지 못하
리라.

20 또 보라, 만일 주께서 어떤 사
람에게이르시기를－네죄악으로인
하여 네가 영원히 저주받을 지니
라－하실 것 같으면, 그대로 이루어
질것이니라.

21 또 만일 주께서 말씀하시기
를－네 죄악으로 인하여 네가 나의
면전에서끊어지리라－하실것같으
면, 곧그리되게하시리라.

22 이에그가이말씀을하실자에
게화있도다. 이는죄악을행하는자
에게그가이말씀을하실것인즉, 저
가 구원받을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이까닭에, 사람이구원을얻을수있
도록회개가선포되었느니라.

23 그러므로 회개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ㄱ구원을

9ㄱ 3니 22:10.
10ㄱ 니전 17:46.
11ㄱ 몰 5:23; 이더 4:9.
14ㄱ 수 10:12~14.

ㄴ 사 38:7~8.
ㄷ 왕하 20:8~11.

16ㄱ 마 8:27.
ㄴ 사 44:27; 51:10.

17ㄱ 3니 8:10.
18ㄱ 몰 1:18; 이더 14:1.

ㄴ 힐 13:17.
23ㄱ 안내구원.



얻을자들임이라.
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큰 충

만하심 가운데, 사람들로 회개와 선
한 행위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들이 회복되어 자기의 행위대로
은혜로 말미암아 ㄱ은혜에 이르게 하
시기를원하노라.

25 또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를 원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읽기로
저 큰 마지막 날에 쫓겨날 자들이 있
다 하였으니, 과연 그들이 주의 면전
에서버림을받을것이라.

26 참으로 그들은 끝없이 비참한
상태에 처하여, 선을 행한 자는 ㄱ영
생을얻을것이요, 악을행한자는영
원한 ㄴ저주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이루리라. 참으로그러하도다. 아멘.

레이맨인 사무엘이 니파이인들에게
전한예언.

제13장에서제15장까지수록되어있음.

제 13 장

레이맨인사무엘이니파이인들이회
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을 예언
함－그들과 그들의 재물이 저주를
받음－그들이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돌로 치며, 악귀들에 둘러싸이고 또
죄악을 행하는 가운데 행복을 구함.
주전6년경.

그리고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제팔
십육년에, 니파이인들은 여전히 간
악함 중에 참으로 큰 간악함 중에 머
물러 있었으나, 반면 ㄱ레이맨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좇아, 하나님의 계명
을엄격히지켜준행하였더라.

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이 해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레이맨인이
제이라헤믈라 땅에 들어와, 백성에
게 가르침을 베풀기 시작하니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여러 날 백성
에게 회개를 전파하였으나, 그들이
그를 쫓아내는지라, 그가 자기 땅으
로돌아가려는참이었더라.

3 그러나 보라, 주의 음성이 그에
게 임하여, 다시 돌아가 그의 ㄱ마음
에 들어오는 것을 무엇이든지 백성
에게예언하라하시는지라.

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의 성내에 들어옴을 허락지 아니
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성벽 위
에올라그손을내뻗고큰소리로외
치며 주께서 그의 마음에 넣어 주시
는 것을 무엇이든지 백성에게 예언
하였더라.

5 그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보라,
나 레이맨인 사무엘은 주께서 내 마
음에 넣어 주시는 바 주의 말씀을 고
하노니, 보라, 그가 내 마음에 넣어
주사 이 백성에게 말하게 하시기를,
공의의 ㄱ검이 이 백성 위에 걸려 있
으며, 사백 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그
공의의 검이 이 백성 위에 떨어진다

506힐라맨서 12:2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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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힐라맨서 13:6~14

하라하셨느니라.
6 참으로 중한 ㄱ멸망이 이 백성을

기다리고 있어, 그것이 정녕 이 백성
에게 임하나니, 회개와 반드시 세상
에 오사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실 주 예
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아니고
는 아무것도 이 백성을 구할 수 없느
니라.

7 또 보라, 주의 한 ㄱ천사가 이를
내게 선포하였고, 내 영혼에 ㄴ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었도다. 보라, 나는
그것을너희에게도선포하여너희로
기쁜 소식을 갖게 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보라 너희가 나
를영접하고자아니하는도다.

8 그러므로이같이주께서말씀하
시되, 니파이인 백성들의 마음이 완
악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내가 그들에게서 나의 말을
제할 것이며, 그들에게서 나의 영을
ㄱ물러가게 할 것이며, 더 이상 그들
을 용납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형제들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을 대
적하게할것이라.

9 또 ㄱ사백 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로 침을 당하게 하리니, 참
으로 내가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그
들을징벌할것이라.

10 정녕내가내맹렬한노여움중
에 그들을 징벌할 것인즉, 너희 원수
중 ㄱ넷째세대중에서살아서너희의

온전한 멸망을 볼 자들이 있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 한 이것이 반
드시 이르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
니라. 또그넷째세대의백성은너희
의멸망을가져오리라.

11 그러나 만일 너희가 회개하고
주너희하나님에게로 ㄱ돌아올것같
으면 내가 내 분노를 돌이키리라 주
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참으로 이같
이 주께서 말씀하시되, 회개하여 내
게로 돌이킬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
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화가있도다.

12 참으로 이 큰 제이라헤믈라 성
에 ㄱ화 있나니, 이는 보라, 그것이 보
전되고있음이의로운자들로말미암
음이라. 참으로이큰성에화있나니,
이는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 곳
에 나를 대하여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할자들이많이있는줄을, 참으로이
큰 성의 대부분이 그러한 줄을 내가
앎이니라, 주께서말씀하시느니라.

13 그러나 회개할 자들은 복이 있
나니, 이는 그들을 내가 아낄 것임이
라. 그러나 보라, 이 큰 성에 있는 의
인들이 아니었더라면, 보라, 내가
ㄱ불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여 그것
을멸하게할것이라.

14 그러나보라, 이성이모면하고
있음은 의인들의 연고니라. 그러나
보라, 너희가 너희 중에서 의인들을
쫓아낼 때가 이르나니, 주께서 말씀

6ㄱ 앨 45:10~14; 힐 15:17.
7ㄱ 앨 13:26.
ㄴ 사 52:7.

8ㄱ 힐 6:35.

9ㄱ 앨 45:10~12.
10ㄱ 니전 12:12; 니후 26:9;

3니 27:32.
11ㄱ 3니 10:5~7.

12ㄱ 3니 8:8, 24; 9:3.
13ㄱ 창 19:24; 왕하 1:9~16;

3니 9:11.



하시느니라, 그때 너희의 멸망이 무
르익으리라. 참으로 그 가운데 있는
간악함과 가증함으로 인하여 이 큰
성에화있을지어다.

15 참으로또한그가운데있는간
악함과 가증함으로 인하여 기드온
성에화있을지어다.

16 참으로또한그가운데있는간
악함과가증함으로인하여니파이인
들이 소유한 주변의 땅에 있는 모든
성읍에화있을지어다.

17 또 보라, 이 땅 위에 있는 백성
들의 연고로, 참으로 그들의 간악함
과 그들의 가증함으로 인하여 ㄱ저주
가이땅에임할것이라, 만군의주께
서말씀하시느니라.

18 그리하여 이같이 되리니, 만군
의 주, 참으로 우리의 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말씀하시느니라. 누구든
지 보물을 땅 속에 ㄱ감추면, 그가 의
로운 사람이요 그것을 주께 감춤이
아닐진대, 이 땅의 큰 저주로 인하여
다시는그것을찾지못하리라.

19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는
내가 그들로 그 보물을 내게 감추게
하려 함이니, 그 보물을 내게 감추지
아니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
다. 이는 의인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그 보물을 내게 감추지 아니함이라.
또 그 보물을 내게 감추지 아니하는
자는 그와 또한 그 보물이 저주를 받
았나니 이 땅의 저주로 인하여 아무
도 그것을 도로 찾지 못하리라, 주께

서말씀하시느니라.
20 또 그들이 그들의 보물을 감출

날이 이르리니, 이는 그들이 그 마음
을재물에둔까닭이요, 그들이그마
음을 그들의 재물에 두고, 또 그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도망할 때 그들
의 보물을 감출 것으로 인하여, 그들
이 그것을 내게 감추지 아니할 것으
로 인하여, 그들과 또한 그들의 보물
이저주를받을지어다. 또그날에그
들이 침을 입으리라, 주께서 말씀하
시느니라.

21 보라, 너희 이 큰 성의 백성들
아, 그리고 내 말에 ㄱ귀를 기울이라.
참으로 주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보라, 주께서 말씀하
시기를 너희의 재물로 인하여 너희
가 저주를 받았으며, 너희가 너희 마
음을 너희의 재물에 두고, 그것을 너
희에게 주신 이의 말씀에 귀를 기울
이지 아니한 까닭에, 너희의 재물도
저주를받았다하심이니라.

22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
에게 내리신 복에 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너희의
ㄱ재물을 항상 기억하되, 그에 대해
주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려 하지 아
니하느니라. 참으로 너희 마음은 주
께 이끌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큰
ㄴ교만으로 부풀어, 자랑하기에 이르
며, 크게 부풀림과 ㄷ시기함 다툼 악
독 핍박과 살인과 온갖 죄악을 행하
기에이르는도다.

508힐라맨서 13:15~22

17ㄱ 힐 12:18.
18ㄱ 몰 1:18; 

이더 14:1.

21ㄱ 안내귀를 기울이다.
22ㄱ 눅 12:34. 

안내부; 세상적인 것.

ㄴ 안내교만.
ㄷ 안내시기.



509 힐라맨서 13:23~30

23 이 까닭에 주 하나님께서는 저
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너희의
재물에도 임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
희의죄악으로인함이니라.

24 참으로이백성에게화있나니,
이는너희가선지자들을 ㄱ쫓아내며,
그들을 조롱하며, 그들에게 돌을 던
지며, 그들을 죽이며, 그들에게 온갖
불의를 행하기를 옛적 사람들이 한
것같이 하는 이때가 이르렀음으로
인함이라.

25 또 이제 너희가 이야기할 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옛적 우리
ㄱ조상들때에살았더라면, 우리는선
지자들을 죽이지도 아니하였겠고,
그들을 돌로 치며, 쫓아 내지도 아니
하였으리라하는도다.

26 보라 너희는 저들보다 더욱 악
하니라. 이는 주께서 사심같이, 만일
한 ㄱ선지자가 너희 가운데 와서 너희
의죄와불의를증거하는주의말씀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너희가 그에게
ㄴ노하여그를쫓아내며, 그를멸하기
위하여 온갖 방도를 강구함이니, 참
으로 그가 너희의 행사를 악하다 ㄷ증
거함으로 인하여 너희는 말하기를,
그는거짓 ㄹ선지자라, 또그는죄인이
요, 악마에게속한자라하리라.

27 그러나 보라, 만일 한 사람이
너희 가운데 와서 말하기를, 이를 행
하라, 거기 불의가 없느니라. 저것을

행하라 너희가 벌 받지 아니하리라
하면, 참으로그가말하기를, 너희마
음의 자긍을 따라 행하라, 참으로 너
희 눈의 자긍을 따라 행하며, 무엇이
든지 너희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
라 하리니－만일 한 사람이 너희 가
운데 와서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그
를영접하고말하기를, 그는 ㄱ선지자
로다하리라.

28 참으로너희는그를높이고, 너
희의 소유에서 취하여 그에게 줄 것
인즉, 너희가 너희의 금과 너희의 은
에서 취하여 그에게 주며 값진 의복
을 그에게 입히리라. 또 그가 너희에
게 ㄱ아첨하는말을하며또말하기를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함으로 인하
여, 그때 너희가 그에게서 허물을 찾
지아니하리로다.

29 오 너희 간악하며 너희 패역한
세대여, 너희 완악하며 너희 목이 뻣
뻣한 백성이여, 어느 때까지 너희는
주께서 너희를 용납하실 것이라 생
각하려느냐? 참으로 어느 때까지 너
희가 ㄱ어리석고 ㄴ맹인 된 인도자들
에게 이끌리고자 하느냐? 참으로 어
느 때까지 너희가 ㄷ빛보다 어둠을
ㄹ택하려하느냐?

30 참으로보라, 주의분노가이미
너희를 대하여 불붙었나니, 보라, 그
는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 땅을
저주하셨느니라.

24ㄱ 왕하 36:15~16; 
니전 1:20.

25ㄱ 행 7:51.
26ㄱ 대하 18:7; 

눅 16:31.
ㄴ 사 30:9~10.

ㄷ 갈 4:16.
ㄹ 마 13:57.

27ㄱ 미 2:11. 
안내사제술.

28ㄱ 딤후 4:3~4.
29ㄱ 니후 28:9.

ㄴ 마 15:14.
ㄷ 욥 24:13.
ㄹ 요 3:19.



31 또 보라, 그가 너희의 재물을
저주하시므로, 그것들이 ㄱ잃기 쉬운
것이 되어, 너희가 그것들을 보유할
수 없는 때가 오나니, 너희의 궁핍의
날에 너희가 그것들을 간직할 수 없
도다.

32 또 너희의 궁핍의 날에 너희가
주께 부르짖을 것이나, 너희의 부르
짖음이 헛되리니, 이는 너희의 황폐
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고, 너희의
멸망이 확실하게 되었음이라. 그때
그날에너희가울며슬피부르짖으리
라.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때에너희가애통하며말하기를,

33 오 ㄱ내가 회개하여, 선지자들
을 죽이며, ㄴ돌로 치며, 쫓아 내지 아
니했었더라면 하리라. 참으로 그 날
에너희가말하기를, 오주우리하나
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재물을 주시
던 날에 그를 기억했었더라면, 그러
면 그것들이 잃기 쉬운 것이 되어 우
리가 그것들을 잃게 되지는 아니하
였으리니, 이는 보라, 우리의 재물이
우리에게서사라져버렸음이로다.

34 보라, 우리가연장을여기놓아
두면 내일은 그것이 사라져 버리니,
보라, 우리가 전투를 위해 칼을 찾은
그 날 우리의 칼이 우리에게서 가져
간바되도다.

35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감추었거늘 그것들이 이 땅의 저주
로 인하여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렸
도다.

36 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
던 날에 우리가 회개했었더라면, 이
는보라, 땅이저주를받으매모든것
이잃기쉬운것이되어, 우리가그것
들을보유할수없음이로다.

37 보라, 우리는 악귀들에게 둘러
싸였나니,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멸
하기를 구하는 자의 사자들에게 우
리는 에워싸였도다. 보라, 우리의 죄
악이 크도다. 주여, 우리에게서 주의
노여움을돌이키실수없으시니이까
하리니, 그 날에 너희가 이같이 말하
게되리로다.

38 그러나 보라, 너희의 시험의
ㄱ날은지났도다. 너희는영원히너무
늦기까지 너희의 구원의 날을 ㄴ미루
었고, 너희의 멸망은 확실하게 되었
도다. 참으로 이는 너희가 너희 평생
을두고너희가얻을수없는것을구
하였고, 또 죄악을 행하는 가운데
ㄷ행복을 구하였음이니, 그러한 것은
우리의크시고도영원하신머리되시
는이안에있는저의의본질에반하
는것이니라.

39 오 너희 이 땅의 백성들아, 너
희가 나의 말을 듣기를 바라노라! 또
나는 주의 노여움이 너희에게서 돌
아서 떠날 것과 너희가 회개하고 구
원받게되기를간구하노라.

제 14 장

사무엘이 그리스도가 나실 때에 밤

510힐라맨서 13:31~39

31ㄱ 몰 1:17~18.
33ㄱ 몰 2:10~15.

ㄴ 마 23:37.

38ㄱ 몰 2:15.
ㄴ 앨 34:33~34.
ㄷ 앨 41:10~11.



511 힐라맨서 14:1~12

동안빛이있고새별이있을것을예
언함－그리스도는현세적및영적인
사망에서사람을구속하심－그의죽
으심의 표적에는 사흘 간의 어둠과
바위의 갈라짐과 큰 자연의 재앙이
포함됨. 주전6년경.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
ㄱ사무엘이심히많은것을더예언하
였으나이를기록할수없도다.

2 또 보라, 저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표적을
주노니, 곧 오 년이 지나고 나서, 보
라,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의 이름을 믿게 될 모든 자를 구속하
시려오시느니라.

3 그런즉 보라, 그가 오시는 때의
ㄱ표적으로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
리라. 이는 보라, 하늘에 큰 빛이 있
어, 그가오시기전날밤은어둠이없
으므로 사람에게는 마치 낮인 것 같
을것임이라.

4 그러므로 한 낮과 한 밤과 또 한
낮이 있으되, 마치 한 낮인 것 같고
밤이없는것같을것인즉, 이것이너
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이는 너희가
해의뜨는것과그지는것을알터이
므로, 그들이 두 낮과 한 밤이 있는
줄 정녕 알 것임이라. 그럼에도 밤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리니, 그것이 ㄱ그
가나시기전날밤이되리로다.

5 또 보라, 새 ㄱ별이 하나 돋으리
니, 너희가결코본적이없는그러한

것일지라, 이것이 또한 너희에게 표
적이되리로다.

6 또 보라, 이것이 모두가 아니니,
하늘에 많은 표적과 기사가 있을 것
이라.

7 이에 이렇게 되리니 너희가 다
놀라고, 기이히 여겨, 필경은 너희가
땅에ㄱ엎드러지리로다.

8 또 이렇게 되리니 누구든지 하
나님의 아들을 ㄱ믿는 자, 그 같은 자
는영생을얻으리라.

9 또 보라, 이같이 주께서 그의 천
사로나를명하사, 나로와서이일을
너희에게 고하게 하셨나니, 참으로
내가 이러한 일들을 너희에게 예언
할 것을 그가 명하셨느니라. 참으로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이 백성에
게 외치기를 회개하고 주의 길을 예
비하라하셨도다.

10 이제 내가 레이맨인으로서 주
께서 내게 명하신 말씀을 너희에게
말하였음으로 인하여, 또 그것이 너
희에게 엄하였음으로 인하여, 너희
가 노하여 나를 멸하기를 구하며, 나
를너희중에서ㄱ쫓아내었도다.

11 그래도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
니라. 이는이목적으로내가이성의
성벽 위에 올라왔음이니, 곧 너희로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너희를 기
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
여듣고알게하며, 또한너희로회개
의조건을알게하리라.

12 또한너희로하나님의아들, 하

14 1ㄱ 힐 13:2.
3ㄱ 3니 1:15.
4ㄱ 안내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망에 관한 예언.

5ㄱ 마 2:1~2; 3니 1:21.

7ㄱ 3니 1:16~17.
8ㄱ 요 3:16.

10ㄱ 힐 13:2.



늘과땅의 ㄱ아버지, 태초로부터만물
을 창조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알게 하며, 또 너희로
그의 오심의 표적에 대하여 알게 하
여 너희로 그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
이니라.

13 또 너희가 그의 이름을 ㄱ믿으
면 너희는 너희의 모든 죄를 회개하
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의
ㄴ공덕을통하여너희죄사함을얻을
수있으리라.

14 또 보라, 거듭 또 다른 표적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참으로 그의
죽으심의표적이라.

15 이는 보라, ㄱ구원이 이르게 하
시려 그가 정녕 죽으셔야만 함이니,
참으로 죽은 자의 ㄴ부활을 이루어,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주의 면전
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가 죽으
심이 그에게 필요하고 또 불가결한
것이됨이라.

16 참으로보라, 이죽으심이부활
을 가져오며, 모든 인류를 첫째 사
망－저 영적인 사망에서 ㄱ구속하나
니, 이는 모든 인류가 아담의 ㄴ타락
으로 말미암아 주의 면전에서 ㄷ끊어
짐으로, 현세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
에관하여ㄹ죽은것으로간주됨이라.

17 그러나 보라, 그리스도의 부활
이 인류, 참으로 곧 모든 인류를 ㄱ구

속하여, 그들을 주의 면전으로 다시
데리고오리라.

18 참으로 또한 회개의 조건을 이
루게 하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
개하는 그 자는 찍혀 불에 던져지지
아니하거니와,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찍혀 불에 던져지매,
그들에게 다시 영적인 사망이 임하
나니, 참으로둘째사망이라, 이는그
들이 의에 관한 것에 대하여 다시 끊
어짐이니라.

19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너
희는 회개하라, 두렵건대 이러한 일
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함으로 스스
로정죄아래에들고, 이둘째사망에
이르게될까하노라.

20 그러나 보라, 내가 또 다른 표
적, 곧 그의 죽으심의 ㄱ표적에 관하
여너희에게이른것같이, 보라, 그가
죽음을당하시는그날에해가 ㄴ어두
워져서 너희에게 그 빛 발하기를 거
절할 것이요, 달과 별들도 그러하리
니, 곧 그가 죽음을 당하실 때로부터
ㄷ사흘 동안,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
시 일어나실 때까지 이 땅 위에는 빛
이없으리라.

21 참으로 그가 영혼을 버리실 때
에여러시간동안ㄱ천둥과번개가있
을것이며, 땅이진동하고떨것이며,
이 지면에 있으며 땅 위에 있거나 아

512힐라맨서 14:13~21

12ㄱ 모사 3:8; 
3니 9:15; 
이더 4:7. 
안내예수 그리스도.

13ㄱ 행 16:30~31.
ㄴ 교성 19:16~20.

15ㄱ 안내구주.

ㄴ 앨 42:23. 
안내부활.

16ㄱ 안내구속의 계획.
ㄴ 안내아담과 이브의

타락.
ㄷ 앨 42:6~9.
ㄹ 안내사망, 영적.

17ㄱ 안내구속하다,
구속받은, 구속.

20ㄱ 3니 8:5~25.
ㄴ 눅 23:44.
ㄷ 모사 3:10.

21ㄱ 3니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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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에 있어, 너희가 지금 알기로 단단
하며 곧 그 대부분이 하나의 단단한
덩어리인바위들이ㄴ깨어질것이라.

22 참으로 그것들이 둘로 갈라져
서, 이후로는 언제까지나 온 지면에,
참으로 땅 위에나 아래에 그 이음새
와갈라진틈과깨진조각들이 ㄱ보이
리라.

23 또 보라, 큰 태풍이 있을 것이
며 많은 산들이 낮아져서 골짜기처
럼 될 것이며, 지금 골짜기라 일컫는
많은 곳들이 높이가 큰 산들이 될 것
이니라.

24 또많은대로가깨뜨려지고, 많
은ㄱ성읍들이황폐하게될것이니라.

25 또많은 ㄱ무덤이열려, 그죽은
자들을 많이 내어놓을 것인즉, 이에
많은 성도들이 여러 사람에게 나타
나리라.

26 또 보라, 이같이 ㄱ천사가 내게
말하였나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여
러 시간 동안 천둥과 번개가 있을 것
이라하였더라.

27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우레와
번개와 또 태풍이 계속되는 동안 이
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며, ㄱ어둠이
사흘 동안 온 지면을 덮을 것이라 하
였더라.

28 또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많은
자들이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게 되

리니, 이는 ㄱ이러한표적들과이러한
기사들이 이 온 땅 위에 이룰 것임을
믿게 하려 함이며, 사람의 자녀들 가
운데 믿지 아니함의 까닭이 없게 하
려함이요－

29 또이는누구든지믿는자는구
원을 얻게 하려 함이요, 또 누구든지
믿지아니하는자는, 의로운 ㄱ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만일 그들이 정죄 받으면 그들은 자
기의정죄를자초함이니라.

30 그런즉 이제 기억하라, 기억하
라, 나의 형제들아, 누구든지 멸망하
는 자는 스스로에게 멸망을 이루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죄악을 행하는
자는 스스로에게 그것을 행하는 것
이니라. 이는 보라, 너희는 ㄱ자유롭
고 스스로 행하는 것이 허락되었음
이니, 이는 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ㄴ지식을 주시고 너희를 자유롭게 하
셨음이니라.

31 그가너희에게선악을 ㄱ분별하
게 하여 주셨고, 또 너희에게 생명이
나 사망을 ㄴ택하게 하여 주셨은즉,
너희는선을행하여선한바로 ㄷ회복
될수있으며, 또는선한바가너희에
게로 회복되게 할 수 있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악을 행하여 악한
바가 너희에게로 회복되게 할 수도
있느니라.

21ㄴ 3니 10:9.
22ㄱ 3니 8:18.
24ㄱ 3니 9:3~12.
25ㄱ 마 27:50~54; 

3니 23:9~11.
26ㄱ 앨 13:26.
27ㄱ 니전 19:10; 

3니 8:3.
28ㄱ 니전 12:4~5.
29ㄱ 안내심판, 마지막.
30ㄱ 니후 2:26~29; 

모세 6:56. 
안내선택의지.

ㄴ 안내지식.

31ㄱ 모로 7:16.
ㄴ 니후 2:28~29; 

앨 3:26~27.
ㄷ 앨 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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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께서니파이인들을징계하심은그
들을사랑하시는연고임－돌이킨레
이맨인들은 신앙 안에서 굳건하고
흔들리지않음－주는후일에레이맨
인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임. 주전 6
년경.

그런즉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아, 보라, 내가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집이너희에게 ㄱ황폐하여버린바되
리라.

2 참으로너희가회개하지아니하
면, 너희의 여자들이 젖을 먹일 날에
크게 애통할 까닭이 있으리니, 이는
너희가 도망하려 하여도 피난처가
없을 것임이요, 또 ㄱ아이를 가진 이
들에게 화 있을지니, 이는 저희가 무
거워 도망할 수 없으므로 짓밟히고
버리운바되어멸망할것임이니라.

3 참으로니파이백성이라일컫는
이 백성이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그
들에게 보여질 이 모든 표적과 기사
를그들이보게될때그들에게화있
도다. 이는보라, 그들이주께택함을
입은 백성이었음이라. 참으로 니파
이 백성을 그가 사랑하셨고 또한 그
들을그가 ㄱ징계하셨으니, 참으로그
들의 죄악의 날에 그가 그들을 징계
하셨음은 그가 그들을 사랑하시는
연고라.

4 그러나 보라, 나의 형제들아, 레
이맨인들은 그가 미워하셨으니, 이
는 그들의 행위가 끊임없이 악하였
던 연고요, 또 이는 그들 조상의 ㄱ전
통의 불의함으로 인함이라. 그러나
보라, 니파이인들의 전도함을 통하
여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였으니, 이
러한의도로주께서그들의날을 ㄴ연
장해주셨느니라.

5 또 나는 그들의 ㄱ대부분이 그들
의 의무의 길에 있으며, 하나님 앞에
서 신중하게 행하며, 모세의 율법을
좇아 그의 계명과 그의 율례와 그의
법도를 지켜 준행하고 있음을 너희
가보기원하노라.

6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그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하고 있
으며, 또 나머지 그들의 형제들을 인
도하여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고
자 지치지 아니하는 부지런함으로
애쓰고 있는지라, 많은 자가 날마다
그들의수에더하여지고있느니라.

7 또 보라, 너희가 목격하였으므
로 너희 스스로 알고 있거니와, 그들
중 진리의 지식에 이르며, 그 조상들
의 간악하고 가증한 전통에 대해 알
게되고, 거룩한경전, 참으로기록되
어지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를 믿는
신앙과 회개에 이르게 하며, 그 신앙
과 회개가 그들에게 마음의 ㄱ변화를
가져다 주도록 하는 거룩한 선지자
들의 예언을 믿도록 인도된 자마
다－

514힐라맨서 15:1~7

15 1ㄱ 마 23:37~38.
2ㄱ 마 24:19.
3ㄱ 잠 3:12; 히 12:5~11;

교성 95:1.
4ㄱ 안내전통.
ㄴ 앨 9:16.

5ㄱ 힐 13:1.
7ㄱ 안내돌이킴, 돌이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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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런즉 이에 이른 자마다, 너희
가 스스로 알고 있거니와, 신앙과 그
들을자유롭게한것안에서 ㄱ굳건하
며흔들리지아니하느니라.

9 또한 너희가 알고 있거니와 그
들은그들의전쟁무기를 ㄱ묻어버렸
으며, 어떻게든지 죄를 범하게 될까
염려하여, 전쟁 무기 들기를 두려워
하나니, 참으로 너희는 그들이 범죄
하기를 두려워함을 볼 수 있느니
라－이는 보라 그들은 그들의 원수
들에게 밟히고 죽임 당함을 스스로
감수하고자 하며, 그들을 대적하여
자기의 칼을 들고자 아니하나니, 이
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신앙
으로인함이니라.

10 또 이제 그들이 그 믿는 바 그
일을 믿을 때 그 흔들리지 아니함으
로인하여, 대저그들이한번비췸을
받았을 때 그 굳건함으로 인하여, 보
라,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주께
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날
을연장해주시리니－

11 참으로 그들이 설혹 믿지 않음
에 빠져들지라도 우리 조상들과 또
한 선지자 ㄱ지노스와 그 밖의 다른
여러 선지자들이 우리의 형제 레이
맨인들이 다시금 진리의 지식으로
ㄴ회복될것에관하여말한때가이르
기까지 주께서는 그들의 날을 ㄷ연장
해주시리라－

12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마지막 때에 주의 ㄱ약속이 우리
의 형제 레이맨인들에게 이르렀은
즉, 그들이 받을 많은 고난에도 불구
하고 또 그들이 지면에서 이리저리
ㄴ쫓기고, 수색되며, 치심을 입고 널
리 흩어지며, 피난처가 없게 될 것임
에도불구하고, 주는그들을 ㄷ긍휼히
여기시리라.

13 이것은 그들이 또다시 ㄱ참된
지식, 곧 그들의 구속주시요 그들의
크고참되신 ㄴ목자에대한지식에이
르러, 그의 양 가운데 헤아림을 받으
리라하신예언에따른것이니라.

1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
희보다그들이ㄱ더나으리라.

15 이는 보라, ㄱ너희에게 보이신
능한 일들을 그들에게, 참으로 그 조
상들의 전통으로 인하여 믿지 않음
에 빠져든 그들에게 보였더라면, 너
희 스스로 알 수 있거니와 그들이 결
코 다시 믿지 않음에 빠져들지 아니
하였을것임이라.

16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그들을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
고, 나의지혜의날에그들로다시내
게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시느니라.
주께서말씀하시느니라.

17 또이제보라, 니파이인백성에
관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

8ㄱ 앨 23:6; 27:27; 
3니 6:14.

9ㄱ 앨 24:17~19.
11ㄱ 힐 8:19.

ㄴ 니후 30:5~8.
ㄷ 앨 9:16.

12ㄱ 이노 1:12~13.
ㄴ 몰 5:15.
ㄷ 니전 13:31; 

니후 10:18~19; 
야곱 3:5~6.

13ㄱ 3니 16:12.

ㄴ 안내선한 목자.
14ㄱ 힐 7:23.
15ㄱ 마 11:20~23.



이 회개하여 나의 뜻을 준행하지 아
니할진대 내가 그들을 온전히 ㄱ멸하
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는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많은 능한 일
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
로 인함이라 하시느니라. 또한 주께
서 사심같이 정녕 이 일들이 있으리
라고주께서말씀하시느니라.

제 16 장

사무엘을믿은니파이인들이니파이
에게 침례를 받음－회개하지 않는
니파이인들의화살과돌로는사무엘
을 죽일 수 없음－어떤 이들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다른 이들은
천사들을봄－믿지아니하는자들이
말하기를그리스도와그가예루살렘
에 오심을 믿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
는다함. 주전6~1년경.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
인 사무엘이 성벽 위에서 한 말을 들
은자가많더라. 이에그의말을믿은
자들이 다 나아가서 니파이를 찾았
고, 저들이 나아와 그를 발견하매 그
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부인하지
아니하며, 주 앞에 침례 받기를 원하
였더라.

2 그러나 사무엘의 말을 믿지 아
니한 자들은 다 그에게 노하였더라.
이에 성벽 위에 있는 그에게 돌을 던
졌고, 또한많은자들이성벽위에서
있는 그에게 화살을 쏘았더라. 그러

나 주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는지라,
그들이 그들의 돌이나 그들의 화살
로그를맞히지못하더라.

3 이제 그들이 그를 맞히지 못하
는것을보고, 그의말을믿는자가더
욱 많더니, 이에 그들이 침례를 받기
위하여니파이에게로떠나갔더라.

4 이는 보라, 니파이가 백성들에
게 침례를 베풀며, 예언하며, 가르침
을베풀고, 회개를외치며, 표적과기
사를 보이며, 백성 가운데 ㄱ기적을
행하고 있었음이니, 이는 그들로 하
여금 그리스도가 반드시 ㄴ속히 오실
것임을알게하려함이라－

5 또 그가 반드시 속히 이를 일에
대하여 그들에게 고하였으니, 이는
그일들이이를때에, 그일들이그들
에게 미리 알린 바 되었었음을, 그들
로 알고 기억하게 하여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사무엘의 말
을 믿은 자들은 모두 침례 받기 위하
여 그에게로 나아갔으니, 그들은 와
서 회개하며 자기의 죄를 고백하였
더라.

6 그러나그들의대부분은사무엘
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
로 그들이 그들의 돌이나 그들의 화
살로는그를맞힐수없음을보고, 그
들의 대장들에게 외쳐 이르되, 이 놈
을 잡아 결박하라. 이는 보라, 그가
귀신 들렸음이니, 그의 안에 있는 귀
신의 권세로 인하여 우리의 돌이나
우리의 화살로 그를 맞힐 수 없음이
니라, 그러므로 그를 잡아 결박하여

516힐라맨서 16:1~6

17ㄱ 힐 13:6~10. 16 4ㄱ 안내기적. ㄴ 힐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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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없이하라하였더라.
7 이에 그들이 나아가 그 손을 그

에게대려하매, 보라, 그가성벽에서
몸을 아래로 던져 그들 땅을 벗어나
도망하여, 바로 자기 나라로 가서 자
기 동족 가운데서 전파하며 예언하
기시작하였더라.

8 이에 보라, 니파이인들이 다시
는 그에 대하여 더 듣지 못하였으니,
백성들의제반사가이러하였더라.

9 이에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
한 판사 치세 제팔십육년이 끝났느
니라.

10 또 이같이 판사 치세 제팔십칠
년도 끝났으니, 백성들의 대부분은
여전히 교만과 간악함 중에 있었으
되, 소수는 하나님 앞에 더욱 신중히
행하였더라.

11 또 판사 치세 제팔십팔년에도
형편이이러하였더라.

12 그리고 판사 치세 제팔십구년
에도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더욱 완
악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에 반하
는 일을 점점 더 많이 행하기 시작한
것 외에는 백성들의 제반사가 거의
달라진것이없었더라.

13 그러나 판사 치세 제구십년에
이렇게되었나니, ㄱ큰표적과기사가
백성에게주어지고선지자들의말이
이루어지기ㄴ시작하였더라.

14 또 ㄱ천사들이 사람들, 지혜로
운 자들에게 나타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선포하매, 이 해에

경전의말씀이성취되기시작하니라.
15 그럼에도 니파이인이나 레이

맨인을 가리지 않고 신앙이 지극한
자들 외에는 모든 백성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 시작하며, 그들 스스
로의힘과그들 ㄱ스스로의지혜를의
지하기시작하여이르되,

16 그처럼많은것가운데몇가지
를 그들이 옳게 알아맞혔을지 모르
나, 보라, 우리가알거니와그들이말
한이크고기이한일들이모두다이
루어질수는없느니라하였더라.

17 또 그들이 그들끼리 의논하며
쟁론하기시작하여이르되,

18 그리스도라 하는 존재가 오리
라 함은 ㄱ이치에 닿지 아니하나니,
만일그러하고, 그말한대로그가하
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의 아버지일
진대, 어찌하여 그가 예루살렘에 있
을자들에게와마찬가지로우리에게
도자기를보이지아니하겠느냐?

19 참으로 어찌하여 그가 예루살
렘 땅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도자기를보이지아니하겠느냐?

20 그러나보라, 우리는이것이우
리 가운데가 아니라 먼 원방 땅 우리
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루어질 어떤
크고 기이한 일을 우리로 믿게 하려
고 조상들에게서 전해져 내려온 간
악한 ㄱ전통임을아노니, 그러므로그
들이 우리를 무지한 가운데 가두어
둘수있음은, 그일의참됨을우리가
우리눈으로ㄴ목격할수없음이니라.

13ㄱ 3니 1:4.
ㄴ 힐 14:3~7.

14ㄱ 앨 13:26.

15ㄱ 사 5:21.
18ㄱ 앨 30:12~13.
20ㄱ 안내전통.

ㄴ 이더 12:5~6, 19.



제 3 니파이
니파이서

니파이는 힐라맨의 아들인 니파이의 아들이라.

또힐라맨은 앨마의 아들인 힐라맨의 아들이요, 앨마는 유다 왕 시드기야
의 치세 첫해에 예루살렘에서 나온 리하이의 아들 니파이의 후예인 앨

마의아들이었더라.

21 또 그들은 저 악한 자의 간교
함과 불가사의한 술수로써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큰 불가사의를
이룸으로, 계속하여 우리로 그들의
말을 좇는 종이 되게 하며 또한 그들
을좇는종이되게하리니, 이는우리
가 그들에게 의지하여 말씀을 우리
에게 가르치게 하고 있음이라. 또 우
리가 스스로를 그들에게 내맡길진
대, 그들이 우리의 평생에 이같이 우
리를 무지함 속에 가두어 두리라 하
였더라.

22 또 이외에도 백성들이 어리석
고 ㄱ헛된 것을 그 마음에 많이 상상
해 내었으며, 또 그들이 많이 평온하
지 못하였으니 이는 사탄이 끊임없

제 1 장

힐라맨의 아들 니파이가 그 땅을 떠
나고, 그의 아들 니파이가 기록을 계
속함－표적과기사가많음에도악인
들이의인들을죽이기를계획함－그
리스도가나시는밤이이름－표적이

주어지고 새 별이 돋음－거짓말과
속이는 일이 많아지고, 개다이앤톤
도적들이 많은 사람을 살육함. 주후
1~4년경.

이제이렇게 되었나니 제구십일
년이 지나갔고, 때는 리하이가

이 죄악을 행하도록 그들을 충동하
였음이라. 참으로 그가 두루 다니며
온 지면에 소문과 분쟁을 퍼뜨렸으
니, 이는 그가 선한 일과 장차 이를
일에 대하여 백성의 마음을 완악하
게하려함이었더라.

23 또 주의 백성 가운데 이루어진
표적과 기사들과 또 그들이 행한 많
은 기적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온 지
면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크게 사
로잡았더라.

24 이에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
한판사치세제구십년이끝났느니라.

25 이에 이같이 힐라맨과 그의 아
들들의 기록에 의한 힐라맨서가 끝
났느니라.

518힐라맨서 16:21~제3니파이 1:1

22ㄱ 안내헛된, 헛된 것.



519 제3니파이 1:2~13

예루살렘을 떠난 때로부터 ㄱ육백 년
이 되는 때이었으며, 레이코니우스
가 그 땅의 대판사요 통치자로 있던
해였더라.

2 그리고힐라맨의아들니파이가
제이라헤믈라 땅을 떠나면서, 그의
장자인 그의 아들 ㄱ니파이에게 ㄴ놋
쇠판과 기록되어 온 모든 기록과 리
하이가예루살렘을떠나던때로부터
거룩하게 보존되어 온 모든 것을 맡
겼었더라.

3 그러고 나서 그가 그 땅을 떠났
으되, 그가 ㄱ어디로 갔는지 아는 자
없으며, 그의 아들 니파이가 그 대신
에기록곧이백성에대한기록을계
속하였느니라.

4 그리고이렇게되었나니제구십
이년 초에, 보라, 선지자들의 예언이
더욱 온전히 성취되기 시작하였으
니, 이는 백성 가운데 더 큰 표적과
더 큰 기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
음이라.

5 그러나레이맨인사무엘이했던
말이 이루어질 때가 지났다고 ㄱ말하
기시작한이들이더러있더라.

6 이에 그들이 그 형제들을 향하
여 기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보라,
그때는 지났고 사무엘의 말은 이루
어지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이
일에 관한 너희의 기쁨과 너희의 신
앙은헛되었느니라하더라.

7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온
땅에 큰 소동을 일으키는지라, 믿는
백성들은 혹시라도 그 말하여졌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할까 하여
매우근심하기시작하더라.

8 그러나 보라, 그들은 그 낮과 그
밤과 마치 밤이 없어 하루 같아야 할
그 낮을 굳건하게 살폈으니, 그리하
여 그들은 그들의 신앙이 헛되지 아
니하였음을알고자하였더라.

9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믿지 아
니하는 자들이 한 날을 구별하여, 선
지자 사무엘이 준 표적이 이루어지
지 아니할진대 그 전통을 믿는 모든
자를다 ㄱ죽이기로하였더라.

10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의 아들 니파이가 자기 백성의 이 간
악함을 보고 그 마음이 심히 슬펐던
지라.

1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나
가서 땅에 엎드려, 자기 백성, 곧 그
조상들의전통을믿음으로인하여바
야흐로멸망당하게된자들을위하여
하나님께간절히부르짖었더라.

1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그날 ㄱ종일토록주께간절히부르짖
으매, 보라, 주의음성이그에게임하
여이르시되,

13 네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보
라, 때가가까이왔으니이밤에표적
이 주어질 것이요, ㄱ내일은 내가 세

[제3니파이]
1 1ㄱ 니후 25:19.
2ㄱ 안내니파이, 니파이의

아들, 힐라맨의 아들.
ㄴ 앨 37:3~5.

3ㄱ 3니 2:9.

5ㄱ 힐 14:2~4.
9ㄱ 안내순교자, 순교.

12ㄱ 이노 1:4; 
앨 5:46.

13ㄱ 눅 2:10~11.



상에 와서 내가 나의 거룩한 선지자
들의입으로ㄴ말하게한모든것을이
룰것임을세상에보일것임이니라.

14 보라, 내가 나의 백성에게 ㄱ옴
은, 세상의 ㄴ기초가놓이던때로부터
내가 사람의 자녀들에게 알게 한 모
든 것을 ㄷ이루며, ㄹ아버지의 뜻과 아
들의 뜻을 아울러 행하기 위함이
니－아버지의 뜻이라 함은 나로 인
함이요, 아들의 뜻이라 함은 나의 육
신으로 인함이라. 이에 보라 때가 가
까웠은즉, 이 밤에 표적이 주어지리
라하시니라.

1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
이에게 임한 말씀이 그 말씀하신 대
로 이루어졌으니, 이는 보라 해가 져
도 ㄱ어둡지아니함이라, 이에백성들
은 밤이 되어도 어둡지 아니하므로
놀라기시작하더라.

16 또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
하였던자들이많이땅에 ㄱ쓰러져마
치 죽은 자같이 되었으니, 이는 주어
졌던 표적이 이미 이르렀으므로 선
지자들의 말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이세운큰멸망의 ㄴ계획이좌절
되었음을그들이알았음이더라.

17 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반
드시 속히 나타나시리라는 것을 알
기 시작하였나니, 참으로 요컨대 북
쪽 땅에나 남쪽 땅에나 서에서부터
동에 이르기까지의 온 땅에 있는 모

든 백성이 심히 크게 놀라 땅에 엎드
러졌더라.

18 이는 선지자들이 이러한 일에
대하여 여러 해 동안 증거한 것과 주
어졌던 표적이 이미 이른 것을 그들
이 알았음이라. 이에 그들은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믿지 않음으로 인하
여두려워하기시작하였더라.

19 또이렇게되었나니그날밤이
새도록 어둠이 없었고, 오히려 마치
한낮인 것같이 밝았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순리대로 다시 아침에 해
가 돋으매, 주어졌던 표적으로 인하
여 그들은 그 날이 주가 ㄱ나시는 날
인줄알았더라.

20 또 참으로 만사가 선지자들의
말대로 조금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
지더라.

21 또한 이렇게 되었나니 말씀대
로새ㄱ별이나타났더라.

22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때로부
터 사탄은 백성 가운데 거짓말을 퍼
뜨리기시작하여그들의마음을완악
하게하여, 그들로그본표적과기사
를 믿지 않게 하려 하였으나, 이러한
거짓말과 속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대부분이믿고주께로돌이켰더라.

23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와
또한 다른 여러 사람이 백성 가운데
나아가 회개에 이르는 침례를 베풀
매, 이에 큰 ㄱ죄 사함이 있었느니라.

520제3니파이 1:14~23

13ㄴ 안내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망에 관한 예언.

14ㄱ 요 1:11.
ㄴ 앨 42:26.
ㄷ 마 5:17~18.

ㄹ 교성 93:3~4.
15ㄱ 힐 14:3.
16ㄱ 힐 14:7.

ㄴ 3니 1:9.
19ㄱ 눅 2:1~7.
21ㄱ 마 2:1~2; 

힐 14:5.
23ㄱ 안내죄 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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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하여 백성들은 다시 그 땅에서
평화를누리기시작하였더라.

24 그리고 다툼이 있지 아니하였
으니, 다만 몇몇이 가르침을 베풀기
시작하여 더 이상 모세의 율법을 지
킬 ㄱ필요가없다는것을경전으로증
명하려한일뿐이었더라. 이제이일
에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경전을 깨
닫지못하였음이라.

25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
이 곧 돌이키게 되어 그들이 범한 잘
못을 깨달았으니, 이는 율법이 아직
ㄱ이루어지지 아니한 것과 또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
들에게 알려졌음이라. 참으로 율법
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며, 참으
로 율법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일점
일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나니, 그리
하여 이 같은 해에 그들이 그들의 잘
못을깨닫게되어그들의과오를 ㄴ고
백하였더라.

26 이에 이같이 모든 거룩한 선지
자들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표적으로말미암아백성들에게기쁜
소식이전해지는중에제구십이년이
지나가니라.

27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제구십삼
년도 평화로운 가운데 지나갔으되,
다만 산에 거하며 그 땅에 출몰하던
ㄱ개다이앤톤 도적들로 인한 문제가
있었나니, 이는 그들의 요새와 그들
의은거지가심히견고하여백성들이

그들을 토벌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
므로 그들이 많은 살인을 범하며 백
성가운데많은살육을행하였더라.

28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제구십사
년에 그들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
였으니, 이는 그들에게로 도망하는
니파이인이반자들이많이있었음이
라. 이일은그땅에남은니파이인들
에게많은슬픔을초래하였더라.

29 또 레이맨인들 중에서도 많은
슬픔을 초래하는 일이 있었으니, 이
는 보라, 그들에게 있는 많은 자녀들
이 성장하며 점차 나이 들어 강하여
져서 스스로 행할 줄 알게 되어서는,
몇몇 ㄱ조램인들에의해, 그들의거짓
말과 그들의 아첨하는 말로 인해, 이
끌려 가서 저 개다이앤톤 도적들에
게가담하였음이라.

30 또 이같이 레이맨인들도 고난
을 받으매, 자라나는 세대의 간악함
으로 인하여, 그들의 신앙과 의로움
이감소하기시작하더라.

제 2 장

백성 가운데 간악함과 가증함이 증
가함－니파이인과 레이맨인들이 개
다이앤톤도적들에대항하여스스로
를 지키기 위하여 연합함－돌이킨
레이맨인들이희게되어니파이인이
라일컬어짐. 주후5~16년경.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같이 제구십

24ㄱ 앨 34:13.
25ㄱ 마 5:17~18.

ㄴ 모사 26:29.

27ㄱ 안내개다이앤톤 도적단.
29ㄱ 앨 30:59.



오년도 지나갔고, 백성들은 들은 바
표적과 기사를 잊기 시작하며, 하늘
로서 오는 표적과 기사에 점점 더 놀
라지 않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그 마
음이 완악하여지고, 그 생각이 어두
워져서 그들이 듣고 본 모든 것을 믿
지않기시작하여－

2 그 마음에 어떤 헛된 것을 상상
하기를, 그것은 사람들에 의하여 또
악마의 권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
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이끌어 내며
ㄱ미혹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였으니,
이같이 사탄이 다시 백성들의 마음
을 차지하여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을 이끌어 내어 그리스도의 교
리가 어리석고 헛된 것이라고 믿게
하였더라.

3 이에이렇게되었나니백성들은
간악함과 가증함이 점차 굳어지기
시작하여, 표적이나 기사가 더 이상
주어질 것을 믿지 아니하였고, 사탄
은 ㄱ돌아다니며 백성들의 마음을 이
끌어 내며,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큰 간악함을 행하
게하였더라.

4 이같이제구십육년이지나갔고,
제구십칠년도 그러하였으며, 제구십
팔년도 그러하였으며, 제구십구년도
그러하였더라.

5 이에 니파이 백성의 왕이었던
ㄱ모사이야의시대이래로백년이지
나갔더라.

6 또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이래로는육백구년이지나갔더라.
7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한 바 곧

그리스도께서세상에오시는표적이
주어진 때로부터는 구 년이 지나갔
느니라.

8 이제니파이인들은표적이주어
진 이 시기, 곧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부터 그들의 때를 세기 시작하였나
니그러므로구년이지나갔느니라.

9 그리고 기록을 맡은 니파이의
부친인니파이는제이라헤믈라땅으
로 ㄱ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온 땅 어
느곳에서도찾을수없었더라.

10 또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들은
많은 가르침과 예언함이 그들 중에
보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악함 중에 머물러 있었고, 제십년
도 이같이 지나갔으며, 제십일년도
죄악가운데지나가니라.

1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제십
삼년에 온 땅에 전쟁과 분쟁이 일어
나기 시작하였더라. 이는 개다이앤
톤 도적들이 심히 많아져서, 백성을
심히 많이 죽이고, 심히 많은 성읍들
을황폐하게하며, 온땅에심히많은
죽음과 큰 살육을 만연시키므로, 니
파이인이나 레이맨인이나를 막론하
고 모든 백성이 그들을 대적하여 무
기를들어야할필요가생겼음이라.

12 이리하여 주께로 돌이킨 모든
레이맨인들이 다 그 형제인 니파이
인들과 연합하고, 또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여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522제3니파이 2:2~12

2 2ㄱ 안내속임, 속이다,
거짓.

3ㄱ 교성 10:27.

5ㄱ 모사 29:46~47.
9ㄱ 3니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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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하여, 또한 그들의 권리와
그들의 교회의 특권과 그들의 예배
의 특권과 그들의 ㄱ자유와 ㄴ해방을
지키기위하여, 어찌할수없이저개
다이앤톤도적들을대적하여무기를
들지않을수없게되었더라.

13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 제십삼
년이지나기전에니파이인들은심히
치열하였던이전쟁으로인하여온전
히멸망당할위기에처하였더라.

14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인
들과 연합한 그 레이맨인들은 니파
이인들가운데헤아림을받았으며,

15 또그들의 ㄱ저주가그들에게서
거두어져그들의피부가니파이인들
처럼ㄴ희게되었더라.

16 그리고 그들의 청년들과 그들
의 딸들은 심히 아름다워졌으며, 그
들은 니파이인 가운데 헤아림을 받
고, 니파이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
라. 이같이제십삼년이끝났느니라.

17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제십사년
초에, 도적들과 니파이 백성 사이의
전쟁이 계속되고 심히 치열해졌으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파이 백성
들이 도적들보다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하였던지라, 그들을 자신들의 땅
에서 산과 그들의 은신처로 몰아 내
었더라.

18 또 이같이 제십사년이 끝났느
니라. 그리고 제십오년에 그들이 니
파이 백성을 치러 나아왔는데, 니파
이 백성들의 간악함과 그들의 많은

분쟁과 불화로 인하여, 개다이앤톤
도적들이 그들에 대해 상당한 우위
를점하니라.

19 이같이 제십오년이 끝나고, 이
같이 백성들은 많은 고난의 상태에
처하였으며, 멸망의 ㄱ칼이그들위에
걸린지라, 바야흐로 그들이 이로써
치심을 입어 멸망하기에 이르렀으
니, 이일은곧그들의죄악으로말미
암은것이더라.

제 3 장

개다이앤톤 지도자 긷디안하이가,
레이코니우스와 니파이인들에게 항
복할 것과 그들의 땅을 바칠 것을 요
구함－레이코니우스가 기드긷도나
이를군대의총사령관으로임명함－
니파이인들이스스로를방어하기위
하여 제이라헤믈라와 풍요 땅에 집
결함. 주후16~18년경.

그리고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그리
스도의오심으로부터제십육년에그
땅의 통치자 레이코니우스가, 도적
단의 지도자요 수령인 자로부터 서
한을 받았는데 그 쓴 말이 이러하였
으니, 곧이르기를,

2 지극히 고귀하며 이 땅의 으뜸
되는 통치자 레이코니우스여, 보라,
내가 이 서한을 그대에게 쓰면서, 그
대들이 그대들의 권리와 자유라 생
각하는 바를 지킴에 있어 그대의 굳

12ㄱ 안내자유로운, 자유.
ㄴ 안내해방.

15ㄱ 앨 17:15; 23:18.

ㄴ 니후 5:21; 30:6; 
야곱 3:8.

19ㄱ 앨 60:29.



건함과 그대의 백성의 굳건함으로
인하여 심히 큰 찬양을 그대에게 돌
리노니, 참으로 그대들은, 마치 어떤
신의 손으로 지지를 받고 있기나 한
것처럼, 그대들의 자유와 그대들의
재산과 그대들의 나라 곧 그대들이
그렇게일컫는바를잘지키는도다.

3 그러나지극히고귀한레이코니
우스여, 그대가 내 명령을 받드는 그
많은 용감한 병사들을 대적할 수 있
다고 생각할 만큼 그처럼 어리석고
허황되다니나의보기에가련한일이
로다. 그들은지금이시간그들의무
장을 갖추고－내려가 니파이인들을
엄습하여 저들을 멸하라 하는 말을
큰열망을지니고기다리고있도다.

4 또 나는 그들의 불굴의 투지를
알고 있고, 전쟁터에서 그들을 시험
하였으며, 그대들이 그들에게 행한
많은 부당함으로 인하여 그대들을
향하여 품고 있는 바 그들의 영원한
증오를 알고 있는지라, 그러므로 만
일 그들이 그대들을 치러 내려간다
면그대들을온전히멸하리로다.

5 그러므로 내가 이 서한을 쓰고,
내 손으로 봉하며, 그대들의 복리를
염려함은, 그대들이 스스로 옳다고
믿는 바를 지키는 굳건함과 싸움터
에서 보인 그대들의 고귀한 정신으
로인함이라.

6 그러므로 내가 그대에게 쓰노
니, 나의 백성이 칼로 그대들을 엄습
하여 멸망이 그대들에게 임하는 것

보다, 차라리 그대들이 나의 이 백성
들에게 그대들의 성읍과 그대들의
땅과 그대들의 소유를 바치기를 원
하노라.

7 곧 달리 말하자면 그대들 스스
로 우리에게 항복하고, 우리와 연합
하여 우리의 ㄱ은밀한 일을 익히고,
우리의 형제가 되어 우리처럼 되
라－결코 우리의 노예가 아니요, 우
리의 형제요 우리의 모든 재산의 동
업자가되라.

8 또 보라, 내가 그대에게 맹세코
ㄱ단언하거니와, 만일 그대들이 이렇
게 하면 그대들이 멸망당하지 아니
하리라. 그러나 만일 그대들이 이렇
게 아니하면, 내가 그대에게 맹세코
단언하거니와, 내달에는 내가 명하
여 나의 군대로 하여금 그대들을 치
러 내려가게 하리니, 그들이 그 손을
억제하지아니하고아끼지도아니하
며, 도리어 그대들을 도륙할 것이요,
또한 그대들이 멸절하기까지 그 칼
로그대들위에떨어지게하리로다.

9 또한 보라, 나는 긷디안하이요,
이 개다이앤톤 ㄱ비밀 단체의 통치자
라. 이 단체와 그 행하는 바는 내가
알기로 ㄴ선한 것이요, 이는 ㄷ오래된
것으로써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것이니라.

10 그리고 레이코니우스여, 내가
이 서한을 그대에게 쓰면서 또 바라
노니 그대들은 피 흘림이 없이 그대
들의 땅과 그대들의 소유를 넘겨주

524제3니파이 3:3~10

3 7ㄱ 힐 6:22~26.
8ㄱ 이더 8:13~14.
9ㄱ 안내비밀 결사.

ㄴ 앨 30:53.
ㄷ 힐 6:26~30; 

모세 5:29, 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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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나의이백성이그들의권리와정
권을 회복하게 하라. 그들은 그대들
이 간악하게도 그들의 다스릴 권리
를 그들에게 주지 아니함으로 인하
여 그대들에게서 이탈해 나온 자니,
그대들이 이렇게 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그들의 부당함을 갚아주리로
다. 나는긷디안하이니라.

11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레
이코니우스가 이 서한을 받고 심히
놀랐으니, 이는 니파이인들의 땅의
소유권을요구하는긷디안하이의대
담함과 또한 백성들을 위협하며 아
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의 부당함을 갚겠다 하는 대담함으
로 인함이니, 그들은 오직 저 간악하
고 가증한 도적들에게로 이탈해 감
으로써 스스로에게 ㄱ부당한 일을 행
한것이었더라.

12 이제보라, 이레이코니우스통
치자는의인이었고, 일개 ㄱ도적의요
구와 위협에 놀랄 자가 아니었으므
로, 도적들의 수령인 긷디안하이의
서한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도리
어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도적들이
그들을 치러 올 때를 대비하여 주께
부르짖게하였더라.

13 참으로 그는 모든 백성 가운데
포고를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그들
의 여자들과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양떼와그들의소떼및그들의땅을
제외한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한 곳으
로함께모으게하였더라.

14 또 그들 주위로 방어시설을 구
축하며 그 견고함이 심히 커지도록
하였더라. 또 그는 니파이인들과 레
이맨인들의 군대, 곧 니파이인 가운
데 헤아림을 받는 모든 자들의 군대
를 수비대로 주위에 배치하여 그들
을 살피게 하고, 주야로 그들을 도적
들로부터지키게하였더라.

15 참으로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사심같이, 너희가 너희의 모
든 죄악을 회개하고 주께 부르짖지
아니하는 한, 너희가 결코 저 개다이
앤톤 도적들의 손에서 건져냄을 입
지못하리라하였더라.

16 이에 레이코니우스의 말과 예
언이 심히 크고 놀라워 두려움이 모
든 백성에게 임하게 된지라, 그들이
레이코니우스의말대로행하고자그
힘을다하여노력하였더라.

17 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코니
우스는 니파이인들의 모든 군대에
총대장들을 임명하여, 도적들이 광
야에서 나와서 그들을 치러 내려올
때그들을지휘하게하였더라.

18 이제 모든 총대장들 중에서 으
뜸이요 니파이인들의 전 군대의 총
사령관이 임명되었으니, 그의 이름
은 ㄱ기드긷도나이더라.

19 이제 모든 니파이인들에게 있
어서 (그들이 간악하였던 때를 제외
하고는) 계시와 또한 ㄱ예언의 영을
지닌 어떠한 자를 그들의 총대장들
로 임명하는 것이 관습이었나니, 그

11ㄱ 힐 14:30.
12ㄱ 앨 54:5~11; 

3니 4:7~10.

18ㄱ 3니 6:6.
19ㄱ 안내예언, 예언하다.



러므로이기드긷도나이는대판사가
또한 그러하였던 것같이 그들 중의
한큰선지자였더라.

20 이제 백성들이 기드긷도나이
에게 말하기를, 주께 기도하고, 우리
가 산과 광야로 올라가서 도적들을
급습하여 그들의 땅에서 그들을 멸
하게하소서하였더라.

21 그러나 기드긷도나이가 저들
에게이르되, 주께서 ㄱ금하시느니라.
이는 만일 우리가 그들을 치러 올라
갈진대 주께서 우리를 그들의 손에
ㄴ붙이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땅 한가운데서 스스로 예비
하며, 우리의 모든 군대를 함께 모은
다음, 그들을치러가지아니하고, 그
들이 우리를 치러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사심같
이, 우리가 이렇게 행하면 주는 그들
을우리손에붙이시리라하니라.

2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제십칠
년 말미에, 레이코니우스의 포고가
그땅온지면에두루나아가매, 그들
이 그들의 말과 그들의 병거와 그들
의 육축과 그들의 모든 양 떼와 그들
의 소 떼와 그들의 곡식과 그들의 소
유를취하고, 수천명씩수만명씩행
군해 나아가 이윽고 그들의 적에게
대항하여스스로를방어하기위하여
함께 모이기로 정해진 장소로 나아
갔더라.

23 그리고 정해진 땅은 제이라헤
믈라 땅 및 제이라헤믈라 땅과 풍요

땅사이에있는땅으로써, 곧풍요땅
과황무땅사이의경계선까지더라.

24 이에 니파이인이라 일컫는 자
로서 그 땅에 함께 모인 백성이 심히
많았더라. 이제 레이코니우스는 ㄱ북
방 땅에 임한 큰 저주로 인하여 이들
을남방땅에함께모이게하였더라.

25 이에 그들이 그들의 적을 대항
하여 스스로 방비를 강화하고, 한 땅
에서 한 무리가 되어 거하였고, 레이
코니우스가 한 말을 두려워하여 그
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였으며, 그들
의 적이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내려올 때, 그들을 ㄱ건져 주시도록
주 그들의 하나님께 그들의 기도를
드렸더라.

26 또 그들은 그들의 적들로 인하
여 심히 슬퍼하였더라. 이에 기드긷
도나이는 그들로 하여금 각종 전쟁
ㄱ무기를 만들게 하고, 또 그들로 하
여금 그가 지시하는 방식을 좇아 갑
주와, 큰방패와, 작은방패를갖추게
하여그들을강하게하였더라.

제 4 장

니파이인군대가개다이앤톤도적들
을물리침－긷디안하이가죽임을당
하고, 그를 뒤이은 젬나라이하가 교
수형을 당함－니파이인들이 그들의
승리로 인하여 주를 찬양함. 주후
19~22년경.

526제3니파이 3:20~26

21ㄱ 앨 48:14.
ㄴ 삼상 14:12.

24ㄱ 앨 22:31.

25ㄱ 안내신뢰.
26ㄱ 니후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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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제십팔년
말미에 저 도적들의 군대가 전쟁을
예비하고 작은 산들로부터 또 산들
과 광야와 그들의 요새와 그들의 은
신처에서 내려오며 진격해 나오기
시작하여 남쪽 땅과 북쪽 땅에 있는
땅들을 점령하기 시작하였고, 니파
이인들이 ㄱ버린모든땅과황폐한채
버린 바 된 성읍들을 점령하기 시작
하니라.

2 그러나 보라, 니파이인들이 버
린 그 땅에는 들짐승이나 사냥할 만
한 것이 없었으니, 광야를 제외하고
는 도적들이 사냥할 만한 것이 하나
도없었더라.

3 이에 도적들은 양식이 결핍하
여, 광야에서가 아니면 생존할 수가
없었으니, 이는 니파이인들이 그들
의 땅을 황폐하게 버려두고, 그들의
양 떼와 그들의 소 떼와 그들의 모든
소유를 모으고, 한 무리가 되어 있었
음이라.

4 그러므로도적들에게는, 나아가
니파이인들을대적하여싸움을벌이
지 아니하고는, 약탈하여 양식을 손
에넣을수있는기회가없었고, 니파
이인들은 한 무리가 되어 있으면서
수효가 심히 크고, 또 스스로를 위해
식량과 말과 소와 각종 양 떼를 저축
한것이칠년동안지낼만하였으매,
이 기간에 그들이 도적들을 지면에
서 멸하기를 희망하였으니, 이같이
제십팔년이지나가니라.

5 또이렇게되었나니제십구년에

긷디안하이는니파이인들을치러올
라갈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나니, 이
는 약탈하고 빼앗고 살인하는 것 외
에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도가
없었음이라.

6 또그들은니파이인들이그들에
게 임하여 그들을 도륙할까 두려워
하여, 곡식을재배할수있을만큼지
면에 감히 퍼지지도 못하였나니, 이
러므로긷디안하이는자기군대에게
명령을 내려 이 해에 니파이인들을
치러올라가게하였더라.

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싸우러 올라왔고, 때는 유월이었으
며, 보라, 그들이싸우러올라온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었나니, 그들은 도
적들의 방식을 좇아 몸에 두르되, 그
허리에는 양가죽을 둘렀으며, 몸은
피로 물들였으며, 그 머리는 밀었고,
그 위에 투구를 썼는지라, 그들의 갑
주로 인하여, 또 그들이 피로 물들여
있음으로인하여긷디안하이의군대
의모양이크고두려웠더라.

8 이에이렇게되었나니니파이인
들의 군대가 긷디안하이의 군대의
모양을보고, 다땅에엎드려, 그들을
살려 주시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서 건져 내실 것을 주 그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9 이에이렇게되었나니긷디안하
이의 군대가 이것을 보고 기뻐서 함
성을 외치기 시작하였으니, 이는 저
들이생각하기를니파이인들이저들
의 군대의 무서움으로 인하여 두려

4 1ㄱ 3니 3:13~14, 22.



움으로엎드러졌다하였음이라.
10 그러나 이 일에 저들이 실망하

였으니, 이는 니파이인들은 저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요 그들의 하나
님을 ㄱ경외하여 그에게 보호를 간구
하였던 것임이라. 그러므로 긷디안
하이의군대가그들에게달려들었을
때, 그들은 저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나니, 참으로 그들은 주의 힘을
입고서저들을맞이하였더라.

11 이에 이 유월에 싸움이 시작되
었고, 그 싸움은 실로 크고 두려웠나
니, 참으로그살육이실로크고두려
워,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때로
부터리하이의온백성가운데그처럼
큰살육이결코있지아니하였더라.

12 또 긷디안하이가 행한 ㄱ위협
과 맹세에도 불구하고, 보라, 니파이
인들이 저들을 쳐서 패하게 하매, 저
들이니파이인들앞에서후퇴하였는
지라.

13 이에이렇게되었나니 ㄱ기드긷
도나이가 자기의 군대에게 명하여
멀리 광야의 변경까지 저들을 추격
하게 하고, 도중에 저들의 수중에 드
는자를하나도살려두지말게하매,
이에 그들이 광야의 변경까지 저들
을 추격하며 저들을 도륙하였으니,
곧 기드긷도나이의 명령을 다 이루
기까지그리하였더라.

14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담대히 서
서 싸우던 긷디안하이는, 추격을 받
으며 도망하다가 많이 싸웠음으로
인하여 지쳐 붙잡혀 죽임을 당하였

더라. 이에 도적 긷디안하이의 마지
막이이러하였더라.

1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인들의군대는그들의안전한장소로
되돌아왔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 제십구년이 지나갔고, 도적들은
싸우러 다시 오지 아니하였으며, 제
이십년에도다시오지아니하였더라.

16 그리고 제이십일년에 저들이
싸우러 올라오지는 아니하였으나,
니파이백성을사면으로포위하고자
사방으로 올라왔으니, 이는 저들 생
각에 저들이 만일 니파이 백성을 그
들의 땅으로부터 차단하고 그들을
사방으로 에워싸면, 또 만일 그들을
그들의 모든 외부의 이점으로부터
차단한다면 저들의 원대로 그들을
항복시킬수있으리라하였음이라.

17 이제 저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다른 지도자를 임명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젬나라이하더라. 그러므로
이 포위를 행하게 한 것은 바로 젬나
라이하이었더라.

18 그러나 보라, 이것은 니파이인
들에게 유리한 것이었나니, 이는 니
파이인들이 그 비축해 둔 식량이 많
았던지라, 도적들로서는니파이인들
에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만큼
오래포위하는일이불가능하였음이
라.

19 또 도적들 중에는 식량이 부족
하였음이니, 보라, 그들은 광야에서
얻은고기, 곧그들이연명할고기이
외에는아무것도없었더라.

528제3니파이 4:10~19

10ㄱ 안내두려움. 12ㄱ 3니 3:1~10. 13ㄱ 3니 3:18.



529 제3니파이 4:20~32

20 또 이렇게 되었나니 광야에서
사냥할 ㄱ들짐승이 희소하여지매 도
적들은 바야흐로 주려 죽을 지경에
이르렀더라.

21 또 니파이인들은 밤낮으로 끊
임없이 진군해 나가서, 그들의 적을
엄습하여수천씩수만씩베더라.

22 이리하여 젬나라이하의 백성
들은 밤낮으로 저들에게 임하는 큰
파멸로 인하여 저들의 계획을 버리
고물러나기를원하게된지라.

2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젬나라
이하가 자기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
포위를 풀고 물러나, 북방 땅의 극한
지역으로진군하게하였더라.

24 이에 이제 기드긷도나이는 저
들의 계획을 간파하였고, 또 양식의
결핍과 저들 가운데 행하여진 큰 살
육으로 말미암은 저들의 약함을 알
고 있었던지라, 그러므로 밤중에 그
의 군대를 내보내어 저들의 퇴각로
를 차단하고, 저들의 퇴각로에 그의
군대를배치하였더라.

25 또 이를 그들이 밤중에 행하여
도적들을 앞질러 행군한지라, 다음
날 도적들이 저들의 행군을 시작하
였을 때, 저들은 저들의 앞과 저들의
뒤양쪽에서니파이인들의군대에게
만난바되었더라.

26 또한 남쪽에 있던 도적들도 저
들의 퇴각 장소에서 차단되었더라.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기드긷도나이
의명령으로행하여졌더라.

27 이에 니파이인들에게 항복하
여 포로된 자들이 여러 수천이었고,
그나머지는죽임을당하였더라.

28 또 그들의 지도자 젬나라이하
는 붙잡혀 나무에 달리웠으니, 곧 그
가 죽기까지 그 꼭대기에 달리웠더
라. 이에 그들이 그를 죽기까지 매달
고 나서 나무를 찍어 땅에 쓰러뜨리
고큰소리로외쳐이르되,

29 주께서는 그의 백성을 의로움
과 마음의 거룩함으로 보전하사, 그
들로 하여금 권세와 비밀 결사로 말
미암아 그들을 도륙하기를 구하는
모든 자를 땅에 찍어 쓰러뜨리게 하
시기를, 이 자가 땅에 찍혀 쓰러뜨림
당한것같게하실지로다하니라.

30 또그들이기뻐하며다시한목
소리로외쳐이르되, 아브라함의 ㄱ하
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
을 ㄴ불러보호를구하는동안에는그
들을의로움가운데보호하시옵소서
하니라.

31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노래하며, 그들의 하나
님이그들을위하여행하신큰일, 곧
그들을 보전하사 그들의 원수의 손
에 빠지지 않게 하신 것으로 인하여
그들의하나님을ㄱ찬양하였더라.

32 참으로 그들이 외치기를, 지극
히 높으신 하나님께 ㄱ호산나 하고,
또 외치기를, 주 하나님 곧 ㄴ전능하
신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

20ㄱ 니전 18:25.
30ㄱ 앨 29:11.

ㄴ 이더 4:15.

31ㄱ 앨 26:8. 안내감사한,
감사, 감사드림.

32ㄱ 안내호산나.

ㄴ 니전 1:14. 
안내하나님, 신회.



에복이있을지로다하였더라.
33 또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손

에서 건져 내신 하나님의 크신 선하
심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기쁨
으로 벅차 많은 눈물을 흘렸으며,
또 그들이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심
을 입은 것은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겸손함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알았
더라.

제 5 장

니파이인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죄를
버림－몰몬이자기백성의역사를기
록하고영원한말씀을그들에게선포
함－이스라엘은그오랜분산에서모
음을입을것임. 주후22~26년경.

그리고이제 보라, 니파이인들의 모
든 백성 중에는 말씀을 전한 거룩한
선지자들의말을조금이라도의심하
는 산 영혼이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그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
을저희가알았음이라.

2 또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대로
주어진 많은 표적으로 인하여, 그리
스도께서 오신 것이 필연 틀림없다
는 것을 알았고, 또 이미 된 일들로
인하여모든일이말한바된대로반
드시될것임을알았더라.

3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모든
죄와 그들의 가증함과 그들의 음행
을 다 버리고 밤낮으로 부지런함을

다하여하나님을섬겼더라.
4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

이 도적들을 모두 포로로 잡은지라,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자들이 하나
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그들이 그들의 포로들을 옥에 던져
넣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
파되게 하였나니, 자신의 죄를 회개
하고 다시는 살인하지 않기로 성약
을 맺으려 하는 자들은 다 놓여 ㄱ자
유롭게되었더라.

5 그러나 성약을 맺지 아니하며
여전히 그 마음에 저 은밀한 살인을
계속하여 품는 자들은 모두, 참으로
그 형제들에게 대하여 위협을 내뿜
는 것으로 드러나는 자들은 모두 정
죄받고법에따라처벌을받았더라.

6 이에 이같이 그들이 저 간악하
고, 은밀하며, 가증한결사들을다종
식시켰으니, 그 속에 그처럼 많은 간
악함이 있었고, 그토록 많은 살인이
저질러졌더라.

7 그리고 이같이 ㄱ제이십이년이
지나갔고, 제이십삼년도, 또제이십사
년도, 또 제이십오년도 지나갔으니,
이같이이십오년이지나갔느니라.

8 또 어떤 이들의 눈에는 크고 기
이할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되,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다 기록할 수
없나니, 참으로 이 책에는 이십오 년
동안 그처럼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
루어졌던일을그 ㄱ백분의일도담을
수없도다.

530제3니파이 4:33~5:8

5 4ㄱ 안내해방.
7ㄱ 3니 2:8.
8ㄱ 3니 26:6~12.



531 제3니파이 5:9~23

9 그러나 보라, 이 백성의 모든 행
사를 담고 있는 ㄱ기록들이 있으며,
더 간략하기는 하되 참된 기사가 니
파이에의해주어졌느니라.

10 그러므로 나는 니파이의 판이
라 불리우는 판에 새겨져 있는 니파
이의 기록을 따라 이러한 것에 대한
나의기록을만들었느니라.

11 또 보라, 나는 내가 손수 만든
판에기록을만드노라.

12 또 보라, 나는 ㄱ몰몬이라 하는
자니, 이는 몰몬 ㄴ땅의 이름을 따른
것이라. 그 땅은 앨마가 백성 가운데
교회, 곧그들의범법후그들가운데
세워진 첫 번째 교회를 세웠던 땅이
니라.

13 보라, 나는하나님의아들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나는 그의 백성
가운데 그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들
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부름을받았느니라.

14 그리고하나님의뜻에따라, 이
미 떠난 거룩한 자들의 기도가 그들
의 신앙대로 성취되게 하고자, 이제
까지 이루어진 이러한 일들의 ㄱ기록
을 내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게 되
었나니－

15 참으로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때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동안일어났던일의작은기록이라.

16 그러므로 나는 내 생애가 시작

될 때까지 내 앞에 있었던 이들이 남
긴기사로부터나의기록을만들며,

17 그러고나서내가내눈으로본
일들의ㄱ기록을만드노라.

18 또나는내가만드는기록이바
르고 참된 기록인 줄 아노라. 그러할
지라도 우리의 언어를 따라 우리가
능히 ㄱ기록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
도다.

19 또 이제 나는 나 자신에 관한
나의말을마치고, 내앞에있었던일
들에 관한 나의 기사를 계속하여 기
술하고자하노라.

20 나는 몰몬이요 리하이의 순수
한 후손이라. 내게는 나의 하나님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이유가 있나니, 그는 우리의 조상들
을 예루살렘 땅에서 인도해 내셨고,
(ㄱ주와주께서그땅으로부터인도해
내신 자들 외에는 아무도 이를 알지
못하였더라) 또 나와 내 백성에게 우
리의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처럼많은지식을주셨음이라.

21 정녕그는 ㄱ야곱의 ㄴ집에복을
주시고, 요셉의자손에게 ㄷ자비를베
푸셨느니라.

22 또 ㄱ리하이의 자손들이 그의
계명을 지킬진대 그의 말씀대로 그
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을 번영하
게하셨도다.

23 참으로또한정녕그는다시요

9ㄱ 힐 3:13~15.
12ㄱ 몰 1:1~5.

ㄴ 모사 18:4; 
앨 5:3.

14ㄱ 이노 1:13~18; 
교성 3:19~20.

17ㄱ 몰 1:1.
18ㄱ 이더 12:25.
20ㄱ 니전 4:36.
21ㄱ 창 32:28.

ㄴ 안내이스라엘.
ㄷ 신 33:13~17.

22ㄱ 니후 1:20.



셉자손의ㄱ남은자를주저희의하나
님에대한ㄴ지식에이르게하시리라.

24 또정녕주께서사심같이, 그는
온 지구상에 널리 흩어진 야곱 자손
의 모든 남은 자들을 땅 사방에서
ㄱ모아들이실것이요,

25 또그가야곱의온집과더불어
성약 하셨음과 같이, 그가 야곱의 집
과 더불어 맺으신 그 성약이 그가 친
히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리니, 이에
야곱의온집을 ㄱ회복하사그가그들
과 더불어 맺으신 그 성약의 지식에
이르게하시리라.

26 또 그때 그들이 그들의 구속주
를 ㄱ알게 되리니,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때 그들이
땅 사방에서 모여져, 그들이 흩어져
떠났었던 그들의 본토에 이르리니,
참으로 주께서 사심같이 이 일이 있
으리라. 아멘.

제 6 장

니파이인들이 번영함－교만과 부와
계급의차별이생겨남－분쟁으로교
회가분열됨－사탄이백성들을인도
하여 공공연한 반역을 행하게 함－
많은 선지자들이 회개를 외치고 죽
임을 당함－그들을 살해한 자들이
정부를 접수할 음모를 꾸밈. 주후
26~30년경.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인 백성들이 제이십육년에, 각기 그
가족 그 양 떼와 그 소 떼 그 말들과
그 소들과 무릇 자기들에게 속한 모
든 것을 가지고 자기의 땅으로 다 돌
아갔더라.

2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
들의 식량을 다 먹어 버리지 아니하
였으므로, 그들이 먹지 아니한 모든
것, 곧각종모든곡물과그들의금과
그들의 은과 그들의 모든 귀한 것들
을가지고, 북쪽과남쪽북방땅과남
방 땅에 있는 그들의 땅과 그들의 소
유지로돌아갔더라.

3 또 그들이, 그 땅의 평화를 지키
기로 언약을 맺은 도적들 중 그대로
레이맨인으로지내기를원하는자들
에게, 그들의 수효를 따라 땅을 주어
스스로 일함으로써 살아 갈 수단을
갖게 하여 주었나니, 이리하여 그들
이그온땅에평화를이룩하였더라.

4 그리고 그들이 다시 번영하며
점차 강대하여지기 시작하였고, 제
이십육년과 칠년이 지나가매 그 땅
에 훌륭한 질서가 있었으니, 그들은
공평과 정의를 좇아 그들의 법을 만
들었더라.

5 이제 백성들이 범법에 빠지지
않는 한, 그들이 계속하여 번영하는
것을 방해할 만한 일이 온 땅에 하나
도없었도다.

6 그리고 이제 땅에 이 큰 평화를
이룩한 이들은 기드긷도나이와, 판
사 레이코니우스와, 지도자로 임명

532제3니파이 5:24~6:6

23ㄱ 앨 46:24.
ㄴ 니후 3:12.

24ㄱ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집합.
25ㄱ 3니 16:5.
26ㄱ 니후 30:5~8; 

3니 20:29~34.



533 제3니파이 6:7~18

된자들이었더라.
7 또 이렇게 되었나니 많은 성읍

들이 새로이 건축되었고, 많은 오래
된성읍들이수축되었더라.

8 또 성읍과 성읍 또 땅과 땅 그리
고각처를연결하는많은대로가쌓아
올려지고, 많은길이만들어졌더라.

9 이같이 제이십팔년이 지나가고,
백성들은계속하여평화를누렸더라.

10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제이
십구년에 백성 중에 얼마간의 논쟁
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어떤 이들이
그들의 심히 큰 부로 인하여 자고하
여 ㄱ교만하며 자랑하기에 이르렀으
니, 참으로 큰 핍박을 하기에 이르렀
더라.

11 이는그땅에많은상인과또한
많은 율법사와 많은 관리들이 있었
음이라.

12 그리고백성들은그들의 ㄱ부와
그들의 배움을 위한 기회를 따라 계
층으로 구분되기 시작하였으니, 참
으로 어떤 이들은 그 가난함으로 인
하여 무지하였고, 다른 이들은 그 부
로인하여큰학식을얻었더라.

13 어떤 이들은 교만 중에 자고하
였고, 다른 이들은 심히 겸손하였으
며, 어떤 이들은 욕을 욕으로 갚는 한
편, 다른이들은욕과ㄱ핍박과온갖고
난을 받되 돌이켜 다시 ㄴ욕하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하나님앞에겸손하
며뉘우치는마음으로행하였더라.

14 이리하여 온 땅에 큰 불평등이

생겨 마침내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
하였으니, 이윽고 제삼십년에는 참
된 신앙으로 돌이킨 소수의 레이맨
인들 가운데를 제외하고는 온 땅의
교회가 무너졌더라. 그들은 참된 신
앙에서 떠나려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굳건하고, 확고부동하
며, ㄱ부지런함을다하여주의계명을
지키기원하였음이더라.

15 이제 백성들의 이 죄악의 까닭
은이것이었으니－사탄이큰권능을
가지고 백성들을 충동하여 온갖 죄
악을 행하게 하고, 교만으로 부풀게
하며, 그들을 유혹하여, 권능과 권세
와 부와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게
하였음이라.

16 이에 이같이 사탄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끌어 내어 온갖 죄악을 행
하게 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평화
를누린것은불과몇해에지나지아
니하였더라.

17 또 이리하여 제삼십년 초에－
백성들은 오랜 기간 동안 넘겨져 악
마의 ㄱ유혹에끌려다니되, 어디든지
그가 끌고 가기 원하는 데로 끌려 다
니며, 무슨 죄악이든지 그가 원하는
것을행하였는지라－이러므로이제
삼십년 초에 그들은 심히 간악한 상
태에처해있었더라.

18 이제 그들은 ㄱ무지한 가운데
죄를 범한 것이 아니었으니, 이는 그
들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알
았음이라, 이는 그것이 그들에게 가

6 10ㄱ안내교만.
12ㄱ 딤전 6:17~19; 힐 4:12.
13ㄱ 안내박해하다, 박해.

ㄴ 마 5:39; 4니 1:34; 
교성 98:23~25.

14ㄱ 안내부지런함.

17ㄱ 안내유혹하다, 유혹.
18ㄱ 모사 3:11.



르쳐졌었음이니그러므로그들이고
의로하나님을ㄴ거역한것이었더라.

19 이제 때는 레이코니우스의 아
들 레이코니우스의 시대였나니, 이
는 레이코니우스가 그 부친의 자리
를 채우고 그 해에 백성들을 다스렸
음이라.

20 이에하늘로부터 ㄱ영감을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 그 온
땅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서서 가르
침을 베풀며 백성들의 죄와 악을 담
대히 증거하였고, 주께서 자기 백성
을 위하여 행하실 속죄 곧 다른 말로
하면그리스도의부활에관하여그들
에게 증거하였나니 저들은 그 ㄴ죽으
심과고난을담대히증거하였더라.

21 이제 이러한 것들을 증거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심히 노한 자들이
백성 중에 많았더라. 또 노한 자들은
주로 대판사들 및 ㄱ대제사와 율법사
였던 자들이라, 참으로 율법사 되는
모든 자가 이러한 것을 증거하는 자
들에게노하였더라.

22 이제 아무 율법사나 판사나 대
제사라도 그들의 정죄가 그 땅의 통
치자에게 서명을 받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어떠한 자도 사형에 처하도
록정죄할권능을가질수없었더라.

23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증
거하되 담대히 증거한 자들 중에, 잡
혀서 판사들에 의해 은밀히 사형에
처해진 자들이 많았으니, 그들의 죽

음은 그들의 죽음 이후까지 그 땅의
통치자에게알려지지아니하였더라.

24 이제보라, 그땅의통치자에게
서 권능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어떠
한 사람이 사형에 처해짐은 그 땅의
법에어긋나는일이었던지라－

25 그러므로 법에 따르지 아니하
고 주의 선지자들을 정죄하여 사형
에 처하게 한 이 판사들에 대한 원망
이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그 땅의 통
치자에게올라왔더라.

26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잡혀 그들이 행한 범죄에 대하여 재
판 받기 위하여 판사 앞에 끌려 나왔
으니, 백성들이 정해 둔 ㄱ법에 따른
것이었더라.

27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그 판사
들에게 많은 친구와 친족이 있으매,
남은자, 곧참으로거의모든율법사
들과 대제사들이 함께 모여, 법에 따
라 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그 판사들
의친족들과연합하더라.

28 이에 그들이 서로 ㄱ언약을 맺
었으니, 곧 옛 사람들에 의해 주어진
저언약이라. 그언약은모든의를대
적하여 연합하도록 ㄴ악마가 베풀어
준것이더라.

29 그리하여 그들은 주의 백성을
대적하여 연합하며 또 언약 맺기를
저들을 멸하고, 살인죄를 범한 자들
을 바야흐로 법에 따라 집행되려 하
는 정의의 손길에서 건지기로 하였

534제3니파이 6:19~29

18ㄴ 안내거역.
20ㄱ 안내영감, 영감을 주다;

선지자.
ㄴ 안내속죄하다, 속죄;

십자가에 달림.
21ㄱ 교성 121:36~37. 

안내배도.
26ㄱ 모사 29:25; 

앨 1:14.
28ㄱ 안내비밀 결사.

ㄴ 힐 6:26~30.



535 제3니파이 6:30~7:10

더라.
30 그리고 그들은 또 그들 나라의

법과 권리를 무시하였고, 그들은 또
통치자를 멸하며, 그 땅 위에 ㄱ왕을
세워 그 땅으로 더 이상 자유롭게 하
지 아니하고 다만 열왕에게 복종하
게하기로서로언약하였더라.

제 7 장

대판사가 살해되고, 정부가 무너지
고, 백성이 부족들로 나누어짐－적
그리스도인 야곱이 비밀 결사의 왕
이됨－니파이가회개와그리스도를
믿는신앙을전파함－천사들이매일
그에게 성역을 베풀고, 그는 그의 형
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킴－많
은 자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음. 주후
30~33년경.

이제 보라, 나는 그들이 그 땅 위에
왕을 세우지 못하였음을 너희에게
보여 주리라. 그러나 이 같은 해, 곧
제삼십년에 그들이 그 땅의 대판사
를 판사석 위에서 멸하였나니, 참으
로그를살해하였더라.

2 또 백성들은 서로 나뉘어져, 각
기 그 가족과 그 친척과 친구를 따라
서로 갈라져 부족을 이루었으니, 이
같이 그들이 그 땅의 정부를 무너뜨
렸더라.

3 또 부족마다 각기 그들 위에 두
령 혹은 지도자를 지명하였으니, 이

러므로 그들이 부족이 되었고 또 부
족의지도자가되었더라.

4 이제 보라, 많은 가족과 많은 친
척과친구들을갖지아니한자가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었으니, 그러므
로그들의부족들은심히커졌더라.

5 이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어
도 그들 중에 아직은 전쟁이 없었더
라. 이모든죄악이백성에게임한것
은 그들이 사탄의 권능에 스스로를
ㄱ내준까닭이었더라.

6 또정부의규례가파괴되었으니,
선지자들을살해한자들의친구와친
척들의ㄱ비밀결사로인함이더라.

7 또 그들이 그 땅에서 큰 분쟁을
일으킨지라, 백성 중 보다 의로운 편
도 거의 다 간악하여졌으니, 참으로
그들중에의로운자가몇명되지아
니하더라.

8 이리하여 육 년이 지나지 아니
하여 대부분의 백성이 그들의 의로
움에서돌아섰으니, 개가그 ㄱ토하였
던 것에 돌아감같이, 또는 돼지가 진
흙탕에돌아가뒹굼같이되더라.

9 이제 백성들에게 그처럼 큰 죄
악을 초래한 이 비밀 결사가 함께 모
여, 자기들이 야곱이라 일컫는 자를
자기들의머리에두고,

10 또 그를 자기들의 왕이라 칭하
였던지라, 그러므로 그가 이 간악한
무리의 왕이 되었으니, 그는 두목들
중 하나로서 예수를 증거하는 선지
자들을 대적하여 그 목소리를 내었

30ㄱ 삼상 8:5~7; 
앨 51:5.

7 5ㄱ 롬 6:13~16; 

앨 10:25.
6ㄱ 니후 9:9.
8ㄱ 잠 26:11; 

벧후 2:22.



던자더라.
11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수

효로는백성의부족들만큼강하지아
니하였나니, 부족들은 그들의 지도
자들이 각기 그 부족대로 그들의 법
을 제정한 것 외에는 서로 연합하였
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
로 적이었더라, 그들이 의로운 백성
이 아니었음에도, 그들은 정부를 무
너뜨리기로언약을맺은자들에대한
증오심에있어서는일치하였더라.

12 그리하여 야곱은 저들의 적이
저들보다 수효가 더 많은 것을 보고,
저가 그 무리의 왕인지라, 그러므로
저의 백성에게 그 땅의 북방 먼 지역
으로 도망하여 거기서 저들을 위하
여 한 ㄱ왕국을 세우되, 이반자들이
저들에게 합류하여 (이는 저가 저들
에게 아첨하기를 이반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하였음이라) 백성의 부
족들과 다툴 만큼 족히 강하여지기
까지 그리할 것을 명하매 저들이 그
리하였더라.

13 저들의 행군이 어찌나 신속하
였던지 저들이 나아가 백성들의 손
이 미치는 범위를 벗어나기까지 그
행군을 저지할 수 없었더라. 이같이
제삼십년이 끝나니 니파이 백성의
제반사가이러하였더라.

1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제삼
십일년에 그들 곧 모든 사람이 각기
그 가족과 친척과 친구를 좇아 부족
들로 나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
고 그들은 서로 싸우러 가지 아니하

기로 합의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의
법과 그들의 다스리는 방식에 있어
서는 그들이 일치되지 아니하였으
니, 이는 그러한 것이 그들의 두목들
과 그들의 지도자들의 생각에 따라
제정되었음이라. 그러나 그들이 어
느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침범해서
는 안된다는 매우 엄격한 법을 세웠
으므로 그 결과 어느 정도는 그들이
그 땅에서 평화를 누렸더라. 그러할
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주 그들의 하
나님에게서 돌이킨 바 되었고, 그들
은 선지자들을 돌로 치며 그들 가운
데서내어쫓았더라.

15 이에이렇게되었나니 ㄱ니파이
는－천사와 또한 주의 음성의 방문
을받고, 그리하여천사들을보고, 목
격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성역에 관
하여 알도록 능력을 입고, 또한 그들
이 속히 의로움에서 떠나 그들의 간
악함과 가증함에 돌아가는 것을 목
격한자가된지라.

16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의 완악
함과 그 생각의 눈멈으로 인하여 비
통하여져서－그 같은 해에 그들 가
운데 나아가,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
도를 믿는 신앙을 통한 죄 사함을 담
대히증거하기시작하였더라.

17 이에 그가 많은 일을 그들에게
베풀었으되 그 모두를 기록할 수 없
으며, 그 일부로는 충분치 아니할 터
인즉 그러므로 이 책에는 기록하지
아니하노라. 또니파이가 ㄱ권능과큰
권세로성역을베푸니라.

536제3니파이 7:11~17

12ㄱ 3니 6:30. 15ㄱ 3니 1:2. 17ㄱ 안내권능.



537 제3니파이 7:18~8:1

1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에게 노하였으니, 이는 실로 그가
자기들보다 더 큰 권능을 지닌 연고
라. 이는주예수그리스도를믿는그
의 신앙이 심히 컸던지라, 천사들이
매일 그에게 성역을 베풀었으므로
그들이 능히 그의 말을 ㄱ아니 믿을
수없었음이더라.

19 또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귀신
과 ㄱ더러운 영들을 내어 쫓고, 심지
어 그의 형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
으키매, 저가 백성에게 돌로 침을 입
고죽음을당한후였더라.

20 백성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증
거하고, 그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에
게 노하였더라. 그가 또한 예수의 이
름으로백성들의보는데서 ㄱ많은기
적을더행하였더라.

2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제삼
십일년이 지나매, 주께로 돌이킨 자
들이 소수 밖에 없었으나, 돌이킨 자
들은 모두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
도의 안에 있는 바, 하나님의 권능과
영이그들을방문하였음을백성들에
게진실로나타내었더라.

22 또귀신내어쫓음을받은자들
과 자기의 병과 자기의 연약한 것을
고침 받은 자들도 모두 하나님의 영
의 역사하심을 받아 고침을 받았음
을 백성들에게 진실로 밝히 나타내
었으며, 또 그들이 백성 가운데서 표
적도 보이고 또 얼마간의 기적을 행
하였더라.

23 이같이 제삼십이년도 또한 지
나갔더라. 또 니파이는 제삼십삼년
초에 백성들에게 부르짖었나니, 그
는 회개와 죄 사함을 저희에게 전파
하였더라.

24 이제 나는 회개하게 된 자로서
물로 ㄱ침례를받지아니한자가하나
도 없었음을 또한 너희로 기억하게
하고자하노라.

25 그러므로 니파이에 의해 이 봉
사의 직분에 성임된 자들이 있어, 저
들에게로 오는 그러한 자들은 다 물
로 침례를 받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
이회개하여그들의 ㄱ죄사함받았음
을 하나님 앞에서와, 백성들에게 보
이는 증거와 증언으로서 행하는 것
이었더라.

26 이에 이 해 초에 많은 자가 회
개에 이르는 침례를 받았고 이같이
이해의대부분이지나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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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지진, 불, 회리바람 및 자연의
재앙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증거함－많은백성이멸망
당함－어둠이 사흘 동안 땅을 뒤덮
음－남은 자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슬퍼함. 주후33~34년경.

그리고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
의 기록에 따를진대,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기록이 참된 줄 아노니, 이는

18ㄱ 니후 33:1; 
앨 4:19.

19ㄱ 안내영－악한 영들.

20ㄱ 3니 8:1.
24ㄱ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
25ㄱ 교성 20:37. 

안내죄 사함.



보라, 이 기록을 한 이가 의인이었음
이라－이는 그가 진실로 예수 그리
스도의 ㄱ이름으로 많은 ㄴ기적을 행
하였음이요, 자기의 죄악으로부터
온전히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
는사람이아무도없었음이니라－

2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이 사
람이 우리의 때를 계산함에 있어 실
수를 범하지 아니하였을진대 ㄱ제삼
십삼년이지나갔더라.

3 그리고백성들은레이맨인선지
자사무엘이준표적, 참으로지면위
에 사흘 동안 ㄱ어둠이 있으리라 한
그때를 심히 간절히 기다리기 시작
하였느니라.

4 그런데 그처럼 많은 ㄱ표적이 주
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사이
에는 크게 의심하는 일과 논쟁하는
일이생겼더라.

5 그리고이렇게되었나니제삼십
사년 정월 곧 그 달 사 일에 큰 폭풍
이 일어났으니, 그 같은 것이 그 온
땅에 결코 알려진 적이 없던 것이었
더라.

6 또한 크고 무서운 태풍이 있었
고, 극심한 ㄱ우레가 있어 온 땅이 마
치 금방이라도 갈라질 듯 ㄴ진동하였
더라.

7 또 심히 강렬한 번개가 있었으
니, 그 온 땅에 그 같은 것이 결코 알
려진적이없던것이었더라.

8 또 ㄱ제이라헤믈라 성에는 불이
붙었더라.

9 또 모로나이 성은 깊은 바다로
가라앉아, 그 주민들이 물에 빠져 죽
었더라.

10 또한 땅이 모로나이하 성 위로
솟아오르매, 성이 있던 자리에는 큰
산이생겼더라.

11 또남방땅에는크고두려운멸
망이있었더라.

12 그러나보라북방땅에는더크
고두려운멸망이있었나니, 보라, 태
풍과 회리바람과 우레와 번개와 온
땅이 심히 크게 진동함으로 말미암
아온지면이변하였음이라.

13 또 ㄱ대로가 깨뜨려지고, 평평
한 길들이 파괴되었으며, 여러 평탄
한곳들이거칠게되었더라.

14 또 많은 크고 유명한 성읍들이
ㄱ가라앉았으며, 많은성읍이불타고,
많은 성읍이 요동하더니, 이윽고 그
건물들이 땅에 무너지고, 그 주민들
은 죽임을 당하였고, 그 장소는 황폐
하여버린바되었더라.

15 또 남은 성읍들이 더러 있었으
나 그 손상이 심히 컸고, 그 안에 죽
임을당한자들이많았더라.

16 또 회리바람에 휩쓸려 간 자들
이 더러 있었으되, 그들이 휩쓸려 갔
다는 것만 알 뿐 그들이 어디로 갔는
지아무도알지못하였더라.

17 또 이같이 태풍과 우레와 번개

538제3니파이 8:2~17

8 1ㄱ 행 3:6; 야곱 4:6.
ㄴ 3니 7:19~20; 

몰 9:18~19.
2ㄱ 3니 2:8.

3ㄱ 니전 19:10; 힐 14:20,
27; 3니 10:9.

4ㄱ 안내십자가에 달림.
6ㄱ 니전 19:11; 힐 14:21.

ㄴ 마 27:45, 50~51.
8ㄱ 4니 1:7~8.

13ㄱ 힐 14:24; 3니 6:8.
14ㄱ 니전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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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땅의 진동으로 말미암아 온 지면
이변형되었더라.

18 또보라ㄱ바위들은둘로갈라지
고, 그것들이 온 지면 위에 깨어졌더
라, 그깨진조각들과그이음새와갈
라진틈이온땅위에발견되었더라.

19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레와 번
개와 폭풍과 태풍과 땅의 진동이 멎
자－보라이러한일이대략 ㄱ세시간
동안 계속되었으니, 어떤 이들은 시
간이더길었다고도하나, 이크고두
려운 일들이 대략 세 시간 동안에 행
하여졌더라－그러고 나서, 보라, 지
면위에어둠이있느니라.

20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온 지면에
캄캄한어둠이있어, 그주민들중쓰
러지지아니한자들이이어둠의 ㄱ안
개를ㄴ느낄수있었으며,

21 또 어둠으로 인하여 빛이 있을
수 없었으니 촛불이나 횃불도 있을
수 없었고 그들의 좋고 심히 마른 나
무로도 불을 붙일 수 없었나니, 그리
하여 전혀 아무 빛도 있을 수가 없었
으며,

22 또 아무 빛이 보이지 아니하여
불빛이나 희미한 빛도, 해나 달이나
별들도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지면에 있는 어둠의 안개가 그처럼
심하였음이더라.

23 또 이렇게 되었나니 빛이 보이
지 아니하는 일이 ㄱ사흘 동안 계속되
매, 참으로모든백성가운데크게애
곡하는일과슬피부르짖는일과우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나니, 참으로
그들에게임한어둠과큰멸망으로인
하여백성들의신음함이컸더라.

24 이에 한 곳에서 그들의 부르짖
는 소리가 들리니, 이르되, 오 이 크
고 두려운 날 이전에 우리가 회개하
였더라면, 그리하였더라면 우리의
형제들이 멸망을 면하였을 것이요
저큰성 ㄱ제이라헤믈라안에서불타
버리지아니하였으리라하더라.

25 또 다른 곳에서 그들의 부르짖
고 애통하는 소리가 들려 이르되, 오
이 크고 두려운 날 이전에 우리가 회
개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거나 돌로
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쫓아 내지 아
니하였더라면, 그리하였더라면 우리
의 어머니들과 우리의 아름다운 딸
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멸망을 면하
였을것이요, 저큰성모로나이하안
에묻혀버리지아니하였으리라하였
나니, 이같이 백성들의 슬피 부르짖
음이크고참담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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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 속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이 그
간악함으로 인한 많은 백성과 성읍
들의 멸망을 선포함－그가 또한 자
기의 신성을 선포하시고, 모세의 율
법이 이루어졌음을 공포하시고, 그
에게로 나아와 구원받을 것을 사람
들에게권고하심. 주후34년경.

18ㄱ 힐 14:21~22.
19ㄱ 눅 23:44.
20ㄱ 니전 12:5; 19:11.

ㄴ 출 10:21~22.
23ㄱ 니전 19:10.
24ㄱ 힐 13:12.



그리고이렇게 되었나니 이 땅의 온
지면 위에, 땅의 모든 주민들 가운데
한 ㄱ음성이들려외치기를,

2 이 백성에게 화, 화, 화가 있도
다.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온 땅의 주
민들에게 ㄱ화 있도다. 이는 내 백성
의 아름다운 아들과 딸들 가운데 죽
임을당한자들로인하여악마가 ㄴ웃
으며 그의 사자들이 기뻐함이니, 그
들이 엎드러진 것은 그들의 죄악과
가증함으로인함이로다.

3 보라, 저 큰 성 제이라헤믈라와
그주민을내가불로살라버렸노라.

4 또보라, 저큰성모로나이를내
가깊은바다에가라앉게하고, 그주
민들을물에빠져죽게하였노라.

5 또 보라, 저 큰 성 모로나이하와
그주민을내가흙으로덮어, 내면전
에서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가증함
을 가리워서,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다시는 그들을 쳐서 내게로 오
지않게하였노라.

6 또 보라, 길갈 성을 내가 가라앉
게 하고, 그 주민들로 땅 속 깊이 묻
히게하였노라.

7 참으로 또한 오니하 성과 그 주
민들과 또 모쿰 성과 그 주민들과 또
예루살렘 성과 그 주민들도 그리하
고, 내가 ㄱ물로 그 대신에 올라오게
하여 나의 면전에서 그들의 간악함
과 가증함을 가리워서,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다시는 그들을 쳐서
내게로올라오지않게하였노라.

8 또 보라, 개디앤다이 성과 개디
옴나성과야곱성과김김노성이모
두를 내가 가라앉게 하고, 그 자리에
작은 ㄱ산들과 골짜기들을 만들었으
며, 그 주민들을 내가 땅 속 깊이 묻
어 버려, 내 면전에서 그의 간악함과
가증함을가리워서선지자들과성도
들의 피가 다시는 그들을 쳐서 내게
로올라오지않게하였노라.

9 또 보라, 야곱 왕의 백성이 거하
던저큰성예이코부갯을, 그들의죄
와 그들의 간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불에 살라지게 하였나니, 그 간악함
이 온 땅의 모든 간악함보다 넘어섰
음은 그들의 ㄱ은밀한 살인과 결사로
인함이라, 대저 내 백성의 화평과 이
땅의 정부를 파괴한 것이 그들이었
은즉,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불사름
을 입게 하여 그들을 나의 면전에서
ㄴ멸하여서,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
가 다시는 그들을 쳐서 내게로 올라
오지않게하였노라.

10 또 보라, 레이맨 성과 야슈 성
과 갓 성과 키시쿠멘 성과 그 주민들
을 내가 불에 살라지게 하였나니, 이
는 선지자들을 쫓아내며, 그들의 간
악함과 가증함에 관하여 그들에게
선포하도록 내가 보낸 자들을 돌로
친그들의간악함으로인함이라.

11 또 그들이 저들을 다 쫓아내어
그들 가운데 의인이 하나도 없으므
로, 내가 ㄱ불을 내려 보내어 그들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간악함과

540제3니파이 9:1~11

9 1ㄱ 니전 19:11; 
3니 11:10.

2ㄱ 마 11:20~21.

ㄴ 모세 7:26.
7ㄱ 겔 26:19.
8ㄱ 니전 19:11.

9ㄱ 힐 6:17~18, 21.
ㄴ 모사 12:8.

11ㄱ 왕하 1:9~16; 힐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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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증함이나의면전에서가리워지게
하여 내가 그들 가운데 보낸 선지자
들과성도들의피가그들을쳐서 ㄴ땅
에서부터 내게 부르짖지 않게 하려
함이라.

12 또 그들의 간악함과 그들의 가
증함으로 인하여 ㄱ허다한 큰 멸망으
로내가이땅과이백성위에임하게
하였도다.

13 그들 중에 보다 의로웠음으로
인하여 멸망을 ㄱ면한 너희 모두여,
너희는 이제 내게로 돌아와 너희 죄
를회개하고돌이켜내가너희를 ㄴ고
치게하지아니하려느냐?

14 참으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너희가내게로 ㄱ오면
너희가 ㄴ영생을 얻으리로다. 보라,
나의자비의 ㄷ팔이너희를향하여펼
쳐져 있나니, 누구든지 오는 그를 내
가 영접할 터인즉 내게로 오는 자는
복이있도다.

15 보라, 나는하나님의아들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하늘과 땅과 그 가
운데 있는 만물을 ㄱ창조하였느니라.
나는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
나니, ㄴ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
지께서는 내 안에 계셔서 나로 말미
암아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영화롭

게하셨느니라.
16 내가내백성에게왔으되내백

성이 나를 ㄱ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나의 옴에 관한 경전이 이루어졌느
니라.

17 그러나 나를 영접하는 자들에
게는내가다하나님의아들들이 ㄱ되
게하여주었나니, 또그와같이나의
이름을 믿게 될 모든 자에게도 내가
그리하여줄것은, 보라, 나로말미암
아 ㄴ구속이이르며내안에서모세의
ㄷ율법이이루어짐이라.

18 나는 세상의 ㄱ빛이요 생명이
라. 나는 ㄴ알파와 ㄷ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니라.

19 그런즉 너희는 ㄱ더 이상 피 흘
리는 것으로 내게 바치지 말지니라.
참으로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번제
를 폐할지니, 이는 내가 너희의 희생
과 너희의 번제를 하나도 받지 아니
할것임이니라.

20 이에 너희는 상한 마음과 통회
하는 심령을 내게 ㄱ희생으로 드릴지
니, 누구든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내게로 오면 내가 그
에게불과성신으로 ㄴ침례를줄것이
라. 이는 곧 레이맨인들이 그 돌이킬
때에 나를 믿는 그들의 신앙으로 인

11ㄴ 창 4:10.
12ㄱ 3니 8:8~10, 14.
13ㄱ 3니 10:12.

ㄴ 렘 3:22; 3니 18:32.
14ㄱ 니후 26:24~28; 

앨 5:33~36.
ㄴ 요 3:16.
ㄷ 앨 19:36.

15ㄱ 요 1:1~3; 골 1:16; 
힐 14:12; 이더 4:7; 

교성 14:9.
ㄴ 요 17:20~22; 3니 11:27;

19:23, 29.
16ㄱ 요 1:11; 교성 6:21.
17ㄱ 요 1:12. 안내사람,

사람들－사람, 하늘
아버지처럼 될 잠재성;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ㄴ 안내구속하다,
구속받은, 구속.

ㄷ 3니 12:19, 46~47;
15:2~9.

18ㄱ 안내빛, 그리스도의 빛.
ㄴ 계 1:8. 

안내알파와 오메가.
ㄷ 안내오메가.

19ㄱ 앨 34:13.
20ㄱ 3니 12:19; 교성 20:37.

ㄴ 니후 31:13~14.



하여 불과 성신으로 침례를 받은 것
같으려니와 그들이 이를 알지 못하
였느니라.

21 보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
상에 구속을 가져다주려 함이요, 세
상을죄에서구원하고자함이니라.

22 그러므로 누구든지 ㄱ회개하고
ㄴ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내게로 오는
그는 내가 영접하리니, 이는 하나님
의 나라가 그러한 자의 것임이라. 보
라, 그러한자를위하여내가내목숨
을 ㄷ버렸고, 또다시 취하였노라. 그
러므로 너희 땅 끝에 거하는 자들아,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구원을 받을
지어다.

제 10 장

여러 시간 동안 땅에 정적이 있음－
암탉이그새끼를모음같이그리스도
의 음성이 자기 백성을 모으실 것을
약속함－백성중에보다의로운자들
이보전되었음. 주후34~35년경.

그리고이제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그땅의온백성이이말씀을듣고, 그
것을 증거하였으며, 이 말씀 후에 여
러시간동안그땅에정적이있으니,

2 이는 백성들의 놀라움이 심히
컸던지라 그들이 죽임을 당한 그들
의 친척을 잃음으로 인하여 애통하

며 슬피 울기를 그쳤음이라. 그러므
로여러시간동안온땅에정적이있
으니라.

3 그리고이렇게되었나니백성들
에게 다시 한 음성이 임하매 모든 백
성이 듣고 그것을 증거하였으니, 이
르시되,

4 야곱의후손이요실로이스라엘
집에 속한 너희 곧 무너진 이 ㄱ큰 성
읍들의 백성이여, 암탉이 그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를모으고 ㄴ양육한것이몇번이냐.

5 그리고 또 멸망한 너희 이스라
엘의 집 백성이여, ㄱ암탉이 그 새끼
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
희를모으려한것이몇번이냐. 참으
로 너희 이스라엘의 집 백성 곧 멸망
한 너희같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너
희여, 실로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같
이내가너희를모으려한것이몇번
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
였도다.

6 너희곧내가 ㄱ살려둔이스라엘
의집이여, 너희가회개하고 ㄴ마음의
뜻을 다하여 내게로 ㄷ돌아오면 암탉
이 그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
이 내가 너희를 모으기를 몇 번이라
도하리라.

7 그러나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
면, 이스라엘의집이여, 내가너희조
상에게 한 ㄱ성약이 이루어질 그때까

542제3니파이 9:21~10:7

22ㄱ 안내회개하다, 회개.
ㄴ 막 10:15; 

모사 3:19; 
3니 11:37~38.

ㄷ 요 10:15~18.
10 4ㄱ 3니 8:14.

ㄴ 니전 17:3.
5ㄱ 마 23:37; 

교성 43:24~25.
6ㄱ 3니 9:13.
ㄴ 겔 36:26.
ㄷ 삼상 7:3; 

힐 13:11; 
3니 24:7.

7ㄱ 안내성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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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너희의 거하는 처소가 황폐하게
되리라.

8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백
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보라,
그들의친척과친구들을잃었음으로
인하여 다시 울며 슬피 부르짖기 시
작하였더라.

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이같이
사흘이 지나가고, 아침에 지면에서
ㄱ어둠이걷히고, 땅이진동하기를그
치고, 바위가 갈라지기를 그치고, 두
려운 신음 소리가 그치고, 모든 요란
한소리가지나가더라.

10 또땅이다시서로봉합되어서
매, 살아남은 백성들의 애통하는 일
과 우는 일과 통곡하는 일이 그치고
그들의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들의 애곡이 변하여 그들의 구속
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찬송
과감사가되니라.

11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경전이
여기까지ㄱ이루어지니라.

12 또구원을받은자들은백성중
ㄱ보다 의로웠던 자들이었으니 이는
선지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돌로
치지 아니한 자들이었으며 또 살아
남은 자들은 성도들의 피를 흘리지
아니한자들이었으니－

13 또 이들은 살아남아서 땅 속에
가라앉아 묻히지 아니하였으며, 이
들은 깊은 바다에 빠져 죽지도 아니
하였으며, 이들은 불에 살라지지도
아니하였고, 깔려 죽지도 아니하였

으며, 이들은 회리바람에 휩쓸려 가
지도 아니하였고, 연무와 암흑의 안
개에압도되지도아니하였더라.

14 이제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
을지며, 경전을가진자는그것을ㄱ상
고하여 보고, 불과 연기와 태풍과 회
리바람과 땅이 ㄴ열려 그들을 받음으
로인한이모든죽음과멸망과이모
든 일이 많은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
언을이루는것이아닌지알지어다.

15 보라, 내가너희에게이르노니,
과연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오
실 때에 있을 이러한 일에 대하여 증
거하였고, 이러한 일에 대하여 증거
하였음으로 인하여 ㄱ죽임을 당하였
느니라.

16 참으로선지자 ㄱ지노스가이러
한 일에 대하여 증거하였고, 또한 지
노크도 이러한 일에 관하여 말하였
나니, 이는 그들이 그들 자손의 남은
자인 우리에 관하여 특별히 증거하
였음이라.

17 보라, 우리 조상 야곱도 요셉
자손의 ㄱ남은 자에 관하여 증거하였
나니, 보라, 우리가요셉자손의남은
자가 아니냐? 또 우리에 대하여 증거
하는 이러한 것은 우리 조상 리하이
가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나온 놋쇠
판에기록되지아니하였느냐?

18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제삼십사
년말에, 보라, 살아남은니파이백성
과 또한 레이맨인이라 일컬어지던
자로서 살아남은 자들이 큰 은혜 보

9ㄱ 3니 8:19.
11ㄱ 행 3:18~20.
12ㄱ 니후 26:8; 3니 9:13.

14ㄱ 안내경전－경전의 가치.
ㄴ 니전 19:11; 니후 26:5.

15ㄱ 안내순교자, 순교.

16ㄱ 힐 8:19~20.
17ㄱ 니후 3:4~5; 앨 46:24;

3니 5:23~24.



이심을 입고, 그들 머리 위에 큰 복
부어 주심을 입어 그리스도의 ㄱ승천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그가 진실로
자기를그들에게나타내시되－

19 그들에게 그 몸을 ㄱ보이시며,
그들에게 성역을 베푸셨나니, 그의
성역의 기사는 이후에 주어질 것이
니라. 그러므로 지금은 내가 나의 말
을마치노라.

무리가풍요땅에함께모였을때, 예
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니파이 백
성에게 보이시고 그들에게 성역을
베푸셨으니, 이같이 그가 그들에게
자기를보이셨느니라.

제11장부터제26장까지
수록되어있음.

제 11 장

아버지께서그의사랑하시는아들을
증거하심－그리스도께서 나타나사
그의속죄를선포하심－백성들이그
의 손과 발과 옆구리의 상처 자국을
만져봄－그들이호산나를외침－그
리스도께서 침례의 형태와 방식을
설명해주심－다투는정신은악마에
게서비롯하는것임－그리스도의교
리는 사람들이 믿고 침례 받고 성신
을받아야한다는것임. 주후34년경.

그리고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
이 백성의 큰 무리가 풍요 땅에 있는
성전 주위에 함께 모여, 서로 기이히
여기며놀라워하며, 일어난 ㄱ크고기
이한변화를서로에게보이더라.

2 또한 그 죽으심에 관한 ㄱ표적이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더라.

3 그리고 그들이 이같이 서로 이
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마치 하늘로
부터 나는 듯한 ㄱ음성을 듣고, 그 눈
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으니, 이는
그들이 그 들은 음성을 깨닫지 못하
였음이라. 그것은 거친 음성도 아니
요 큰 음성도 아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은 ㄴ작은 음성이었
음에도불구하고듣는이들의중심까
지 꿰뚫는지라, 그들의 몸에 떨리지
아니한 부분이 없었으니, 참으로 그
음성은 그들의 영혼에까지 파고들어
그들의마음을뜨겁게하였더라.

4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다
시 그 음성을 들었으나 그것을 깨닫
지못하였음이라.

5 다시 세 번째로 그 음성을 듣고
이를 듣고자 그들의 귀를 여니, 그들
의 눈은 그 소리를 향하였고, 소리가
나는 하늘을 향하여 그들이 주목하
였더라.

6 그리고 보라, 세 번째 그들이 그
듣는 음성을 깨달았으니, 그 음성이
그들에게이르시되,

544제3니파이 10:19~11:6

18ㄱ 행 1:9~11.
19ㄱ 3니 11:12~15.
11 1ㄱ 3니 8:11~14.
2ㄱ 힐 14:20~27.

3ㄱ 신 4:33~36; 
힐 5:29~33.

ㄴ 왕상 19:11~13; 
교성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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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ㄱ사랑하는아들을보라, ㄴ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그로 말미암아 내
가내이름을영광스럽게하였노라－
너희는그의말을들으라하시더라.

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깨닫고 하늘을 향하여 그들의 눈을
다시 드니, 보라, 그들이 ㄱ본즉 한 사
람이 하늘로부터 하강하는데 흰 옷
을 입으셨더라. 그가 내려오사 그들
가운데 서시매, 온 무리의 눈이 그에
게로 향하였으나, 그들이 감히 서로
에게라도 그 입을 열지 못하였고, 그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였
으니, 이는 그들은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천사라생각하였음이더라.

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그
손을 내미시며 백성들에게 일러 이
르시되,

10 보라, 나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증거한예수그리스도라.

11 보라, 나는 세상의 ㄱ빛이요 생
명이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저 쓴
ㄴ잔을 마시고 세상의 죄를 ㄷ짊어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노니, 이로
말미암아 태초로부터 모든 일에 아
버지의ㄹ뜻을담당하였느니라.

12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무리가 다 땅에 엎
드렸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승천 후에 그들에게 자기를 보이시

리라고 그들 중에 ㄱ예언되었음을 그
들이기억하였음이라.

1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그들에게일러이르시되,

14 일어나 내게로 나아와서 너희
손을 내 옆구리에 ㄱ넣어 보고, 또 내
손과 내 발의 못 자국을 ㄴ만져 보아
내가 이스라엘의 ㄷ하나님이요, 온
ㄹ땅의하나님이며, 세상의죄를위하
여죽임을당하였음을알지어다.

1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무리가
나아갔느니라. 그리고 그들의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았느니라. 또
그의 손과 그의 발의 못 자국을 만져
보았으니, 그들이 이를 행하되 하나
씩 나아가 이윽고 그들이 모두 나아
가기까지 그리하였느니라. 또한 그
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손으로 만
져 보았으매, 그가 선지자들이 오시
리라고 기록한 ㄱ그이심을 분명히 알
고증거하였느니라.

16 또 그들이 모두 나아가 스스로
목격한 후에 그들이 일제히 큰 소리
로외쳐이르되,

17 호산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의 이름에 복이 있도다! 하고 그들이
예수의발에엎드려, 그를 ㄱ경배하였
느니라.

18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ㄱ니파이에게 말씀하시고 (이는 니파

7ㄱ 마 3:17; 17:5; 
조역 1:17.

ㄴ 3니 9:15.
8ㄱ 니전 12:6; 니후 26:1.

11ㄱ 안내빛－그리스도의 빛.
ㄴ 마 26:39, 42.
ㄷ 요 1:29; 교성 19:18~19.

ㄹ 막 14:36; 요 6:38; 
교성 19:2.

12ㄱ 앨 16:20.
14ㄱ 요 20:27.

ㄴ 눅 24:36~39; 
교성 129:2.

ㄷ 사 45:3; 3니 15:5.

ㄹ 니전 11:6.
15ㄱ 안내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필멸 이후의
나타남.

17ㄱ 안내예배.
18ㄱ 3니 1:2, 10.



이가 무리 중에 있었음이라) 저에게
명하사나아오라하시더라.

19 이에 니파이가 일어나 나아가
서 주 앞에 절하고, 그의 발에 입을
맞추었더라.

20 이에 주께서 저에게 명하사 일
어나라 하신대, 저가 일어나 주 앞에
섰더라.

21 이에 주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네게 ㄱ권능을주노니내가다시
하늘로 올라간 후에 너는 이 백성에
게 ㄴ침례를베풀라하시더라.

22 다시 주께서 ㄱ다른 자들을 부
르사,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르
시고, 침례를 베풀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같이 침례를 베풀어 너희
가운데ㄴ논쟁이없도록하라.

23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누구든지너희의 ㄱ말을통하여자
기 죄를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침례
받기를 ㄴ원하거든, 이같이너희는그
들에게 침례를 줄지니－보라, 너희
는 물에 내려가 ㄷ서서, 내 이름으로
그들에게침례를줄지니라.

24 또 이제 보라, 너희가 할 말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기를,

25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ㄱ권세

를 받아, 나는 ㄴ아버지와 아들과 성
신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침례를 주
노라. 아멘.

26 그러고 나서 너희는 그들을 물
에 ㄱ잠기게 하였다가, 물 밖으로 다
시나오게할지니라.

27 이에 이같이 너희는 내 이름으
로침례를줄지니라. 이는보라, 진실
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
와아들과성신은 ㄱ하나임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
에계시매아버지와나는하나니라.

28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
로 그같이 너희는 침례를 베풀어, 지
금까지있어온것같은 ㄱ논쟁이너희
가운데 없게 하고, 나의 교리의 요점
에 관하여서도 지금까지 있어온 것
같은논쟁이너희가운데없게하라.

29 이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
에게이르거니와, ㄱ다투는정신을가
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 분쟁
의아비인 ㄴ악마에게속한자임이라,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서
로노여움으로다투게하는도다.

30 보라, 노여움으로 사람들의 마
음을 충동하여 서로 대적하게 하는
이것은 나의 교리가 아니요, 그러한
일을 없이 하는 이것이 나의 교리이
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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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ㄱ 안내권능.
ㄴ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

22ㄱ 니전 12:7; 3니 12:1.
ㄴ 3니 18:34.

23ㄱ 3니 12:2.
ㄴ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침례 요건.
ㄷ 3니 19:10~13.

25ㄱ 모사 18:13; 교성 20:73.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 합당한 권세.

ㄴ 안내하나님, 신회.
26ㄱ 침례, 침례를 주다－

침수로서의 침례.
27ㄱ 요 17:20~22; 3니 28:10;

몰 7:7; 교성 20:28.

28ㄱ 고전 1:10; 엡 4:11~14;
교성 38:27.

29ㄱ 딤후 2:23~24; 
모사 23:15. 안내다툼.

ㄴ 조성,엡 4:26; 
모사 2: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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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보라, 진실로진실로내가너희
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나의
ㄱ교리를선포하리로다.

32 또 이것이 나의 ㄱ교리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교리라, 내가
아버지를 ㄴ증거하고, 아버지는 나를
증거하시며, ㄷ성신은 아버지와 나를
증거하시나니, 나는 아버지께서 모
든 사람에게 어디에 있든지 회개하
고 나를 믿을 것을 명하심을 증거하
노라.

33 또 누구든지 나를 믿고 ㄱ침례
를 받는 자, 그는 ㄴ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ㄷ얻을 자
들이그들이리라.

34 또 나를 믿지 아니하고, 침례를
받지아니하는자는정죄를받으리라.

35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나의 교리요, 나는
이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하노라. 또누구든지나를 ㄱ믿는
자는 또한 아버지를 믿나니, 그에게
아버지께서는나를증거하시리로다.
이는 아버지께서 ㄴ불과 ㄷ성신으로
그를방문하실것임이라.

36 또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는 나
를 증거하시고, 성신은 그에게 아버
지와 나를 증거하시리니, 아버지와,
나와, 성신은하나임이니라.

37 또 거듭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너희는 반드시 회개하고, 어린아

이와 ㄱ같이 되어, 나의 이름으로 침
례를 받아야 하나니, 그렇지 않고서
는 너희가 결단코 이러한 것들을 받
을수없느니라.

38 그리고 거듭 내가 너희에게 이
르노니, 너희는 반드시 회개하고, 나
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어린아이
와 같이 되어야 하나니, 그렇지 않고
서는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
를기업으로얻을수없느니라.

39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나의 교리라, 누구든
지 이 위에 ㄱ세우는 자는 나의 반석
위에 세우는 자니, 지옥의 ㄴ문이 그
들을이기지못할것이라.

40 또 누구든지 이보다 더 많거나
적게 선포하여, 이를 나의 교리로 세
울진대, 그는악에서오는자요, 나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아니한 자라, 그
는 ㄱ모래의 기초 위에 세우는 자니,
홍수가 나고 바람이 그들에게 부딪
칠 때에 지옥의 문이 열려 있어 그러
한자들을받으리라.

41 그러므로 이 백성에게 나아가,
내가이른말을땅끝까지선포하라.

제 12 장

예수께서열둘을부르시고임무를맡
기심－산상수훈과비슷한설교를니
파이인들에게 전하심－팔복을 말씀

31ㄱ 니후 31:2~21.
32ㄱ 안내그리스도의 교리.

ㄴ 요1 5:7.
ㄷ 3니 28:11; 이더 5:4.

33ㄱ 막 16:16.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필수적임.

ㄴ 안내구원,
ㄷ 안내해의 영광.

35ㄱ 이더 4:12.
ㄴ 3니 9:20; 12:2.
ㄷ 안내성신.

37ㄱ 막 10:15; 눅 18:17;

모사 3:19; 3니 9:22.
39ㄱ 마 7:24~29; 힐 5:12.

안내반석.
ㄴ 3니 18:12~13.

40ㄱ 3니 14:24~27.



하심－그의 가르침은 모세의 율법을
초월하며 그에 우선하는 것임－사람
들은그와그의아버지께서완전하심
같이 완전하라는 명을 받음－마태복
음5장과비교하라. 주후34년경.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니파이에게와부르심을입은자들에
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부
르심을 입고 침례를 베풀 권능과 권
세를 받은 자들의 수가 ㄱ열둘이었더
라) 보라, 무리에게로 손을 내미시고
그들에게 외쳐 이르시되, 너희 중에
서내가 ㄴ택하여너희에게성역을베
풀게하고너희의종이되게한이열
둘의 말에 주의를 기울일진대 너희
에게 ㄷ복이 있도다. 그들에게 내가
권능을 주어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게 하였나니, 너희가 물로 침례
를 받은 후에, 보라, 내가 불과 성신
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리라. 그러
므로 너희가 나를 보고 내가 있는 줄
안 후에 나를 믿고 침례를 받을진대
너희에게복이있도다.

2 그리고또, 너희가나를본것과,
내가 있는 줄 안다는 것을 증거함으
로인하여너희의말을 ㄱ믿을자들은
더욱 복이 있도다. 참으로 너희의 말
을믿고, 지극히 ㄴ겸손하여져서침례

를받을자들은복이있나니, 이는그
들이 ㄷ불과성신으로방문을받으며,
그들의죄사함을받겠음이라.

3 참으로 심령이 ㄱ가난하여 내게
로 ㄴ오는자들은복이있나니천국이
그들의것임이요,

4 또 애통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
나니그들이위로를받을것임이요,

5 또 ㄱ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
니 그들이 ㄴ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
임이요,

6 또 ㄱ의에 ㄴ주리고 ㄷ목마른자들
은 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성신으로
충만함을입을것임이요,

7 또 ㄱ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8 또마음이 ㄱ청결한자들은다복
이있나니그들이하나님을 ㄴ볼것임
이요,

9 또 ㄱ화평하게하는자들은다복
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ㄴ자녀라
일컬음을받을것임이요,

10 또 내 이름을 위하여 ㄱ핍박을
받는 자들은 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것임이라.

11 또한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
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거짓으로 너
희를 거스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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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ㄱ 3니 13:25.
ㄴ안내부르다,

하나님에게서 부름
받은, 부름.

ㄷ 안내축복하다, 축복
받은, 축복.

2ㄱ 교성 46:13~14. 
안내믿음, 믿다.

ㄴ 이더 4:13~15.

ㄷ 3니 11:35; 19:13.
3ㄱ 교성 56:17~18. 

안내겸손한, 겸손.
ㄴ 마 11:28~30.

5ㄱ 롬 12:16; 모사 3:19.
안내온유한, 온유.

ㄴ 안내지구.
6ㄱ 잠 21:21.
ㄴ 니후 9:51; 이노 1:4.

ㄷ 렘 29:13.
7ㄱ 안내자비로운, 자비.
8ㄱ 안내순수한, 순수.
ㄴ 교성 93:1.

9ㄱ 안내화평케 하는 자.
ㄴ 안내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10ㄱ 교성 122:5~9. 

안내박해하다, 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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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너희에게복이있나니,
12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ㄱ상이

크므로 너희가 크게 기뻐하고 심히
즐거워할 것임이라. 이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그들이 이같이 핍
박하였음이니라.

13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세상의 ㄱ소금이되
라. 그러나만일소금이그맛을잃으
면 무엇으로 세상을 짜게 하리요? 후
에는그소금이아무쓸데가없어, 다
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의 발 아래 밟
힐뿐이니라.

14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이 백성의 빛이 되
라. 산 위에 놓인 성읍이 숨기울 수
없느니라.

15 보라, 사람이 ㄱ촛불을 켜서 그
것을말아래에두느냐? 아니라, 오히
려촛대위에두나니, 이에그것이집
안에있는모두에게비취느니라.

16 그러므로 너희 ㄱ빛을 이 백성
앞에 비취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
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
버지께영광을돌리게하라.

17 내가 온 것이 율법이나 선지자
를 폐하려 함인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온 것은 폐하려 함이 아니요 이
루려함이니라.

18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
르노니, ㄱ율법에서 일점일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다 이

루어졌음이니라.
19 또한 보라, 너희로 나를 믿게

하며,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ㄱ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내게로
오게 하려고, 내가 내 아버지의 율법
과 계명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보라,
계명이 너희 앞에 있고, ㄴ율법이 이
루어졌도다.

20 그러므로 내게로 와서 너희는
구원을 받으라, 이는 진실로 내가 너
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때 너희에
게 명한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
고서는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
가지못할것임이니라.

21 옛적 사람들이 말하였다고 너
희가 들었고, 또한 너희 앞에도 기록
되어 있기를, ㄱ살인하지 말라, 누구
든지 살인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
을위험에처하게되리라하였으나,

22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
든지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의 심판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
고,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마다 공
회에 잡힐 위험에 처하게 되고, 미련
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 불에 들
어갈위험에처하게되리라.

23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로 오거
나, 혹은 내게로 오기를 원할 때, 네
형제가 너를 원망할 만한 일이 있는
줄생각나거든－

24 네 형제에게로 가서, 먼저 네
형제와 ㄱ화목하고, 그 후에 마음의

12ㄱ 이더 12:4.
13ㄱ 교성 101:39~40. 

안내소금.
15ㄱ 눅 8:16.

16ㄱ 3니 18:24.
18ㄱ 안내모세의 율법.
19ㄱ 3니 9:20. 

안내상한 마음.

ㄴ 3니 9:17.
21ㄱ 출 20:13; 모사 13:21;

교성 42:18.
24ㄱ 안내용서하다.



뜻을 다하여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너희를영접하리라.

25 네 대적과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그와 화해하라. 어느 때에라도
그가 너를 잡으면 네가 옥에 던지울
까염려하라.

26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
노니 네가 마지막 한 시나인까지 남
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
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가 옥에 있으면서 한 ㄱ시나인이라도
갚을 수 있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할 수 없
느니라.

27 보라, 옛적 사람들이 기록하기
를, ㄱ간음을범하지말라하였도다.

28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여자를보고 ㄱ음욕을품는자마다
이미 그의 마음에 간음을 범하였느
니라.

29 보라, 내가너희에게계명을주
노니이러한것이하나도너희 ㄱ마음
에들어가지못하게하라.

30 이러한 것들을 거절하고 너희
의 ㄱ십자가를지는것이지옥에던져
지는것보다나음이니라.

31 기록되었으되 누구든지 그 아
내를 버리거든 ㄱ이혼 증서를 그에게
줄것이라하였도다.

32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ㄱ음행한연고없이그아내

를 ㄴ버리는 자는 그로 ㄷ간음을 범하
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이혼한 여자
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을 범함이
니라.

33 그리고 또 기록되었으되, 헛맹
세를 하지 말고 네 ㄱ맹세한 것을 주
께지키라하였으나,

34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ㄱ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
임이요,

35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36 네머리로도맹세하지말라, 이
는네가한터럭도검거나희게할수
없음이라.

37 오직너희말은예, 예, 아니오,
아니오가 되게 하라. 이보다 더한 것
에서나오는것은악이니라.

38 또 보라, 기록되었으되 ㄱ눈은
눈으로, 이는이로갚으라하였도다.

3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너희는 악을 ㄱ대적하지 말라. 누
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ㄴ돌려대며,

40 또한 누가 너를 법에 고소하여
네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거든 그에
게너의겉옷까지도가지게하며,

41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십 리를 동행
하라.

550제3니파이 12:25~41

26ㄱ 앨 11:3.
27ㄱ 니후 9:36; 교성 59:6.
28ㄱ 교성 42:23. 안내탐욕.
29ㄱ 행 8:22.
30ㄱ 마 10:38; 16:24; 

눅 9:23.

31ㄱ 안내이혼.
32ㄱ 안내음행.

ㄴ 막 10:11~12.
ㄷ 안내간음.

33ㄱ 안내맹세.
34ㄱ 안내모독.

38ㄱ 레 24:20.
39ㄱ 3니 6:13; 

4니 1:34; 
교성 98:23~32.

ㄴ 안내인내.



551 제3니파이 12:42~13:6

42 네게 구하는 자에게 ㄱ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3 보라, 또한기록되었으되네이
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44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ㄱ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
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
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업
신여겨 이용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위하여ㄴ기도하라.

45 이같이 한즉 너희가 하늘에 계
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이
는 아버지께서 그 해를 악인 위에와
선인위에뜨게하심이라.

46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던 옛
적의 것들이 내 안에서 모두 이루어
졌느니라.

47 ㄱ옛 것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느니라.

48 그러므로 나는 원하노니 나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
하심같이너희도ㄱ온전하라.

제 13 장

예수께서 니파이인들에게 주기도문
을가르치심－그들은보물을하늘에
쌓아 두어야 함－성역을 베푸는 열
두 제자들은 현세적인 일을 염려하
지 말도록 명을 받음－마태복음 6장

과비교하라. 주후34년경.

진실로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나는
너희가 가난한 자를 ㄱ구제하기를 원
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구제
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께상을얻지못하느니라.

2 그러므로 너희가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이 사람들에게 ㄱ영광
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같이, 너희앞에나팔을불지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들은자기상을이미받았느니라.

3 오직너는구제할때에네오른손
이하는것을네왼손이모르게하여,

4 너의 구제함이 은밀한 중에 있
게하라. 은밀한중에보시는너의아
버지께서 친히 드러내어 네게 갚으
시리라.

5 또 네가 ㄱ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
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
아함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
았느니라.

6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
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
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드러내

42ㄱ 야곱 2:17~19; 
모사 4:22~26.

44ㄱ 잠 24:17; 앨 48:23.
ㄴ 행 7:59~60.

47ㄱ 3니 15:2, 7; 교성 22:1.
48ㄱ 마 5:48; 3니 27:27. 

안내완전한.
13 1ㄱ 안내구제, 구제를

베풂.
2ㄱ 교성 121:34~35.
5ㄱ 안내기도.



어네게갚으시리라.
7 그러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

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
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8 그러므로너희는그들을본받지
말라. 이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ㄱ아심이니라.

9 그러므로너희는 ㄱ이같이 ㄴ기도
하라. 하늘에계신우리ㄷ아버지시여,
이름이거룩히여김을받으시옵소서.

10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
이땅에서도이루어지이다.

11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
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
하여주시옵소서.

12 또 우리를 시험에 ㄱ들게 하지
마시옵고다만악에서구하시옵소서.

13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
께영원히있사옵나이다. 아멘.

14 이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ㄱ용서하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도너희의과실을용서하시려니와,

15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
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
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
임이니라.

16 더욱이너희가 ㄱ금식할때에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이는 그들이 금식하는 것

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
게 함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
았느니라.

17 오직너는금식할때에네머리
에기름을바르고, 네얼굴을씻으라.

18 이는 네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
에게보이지않고 ㄱ은밀한중에계시
는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드러내어네게갚으시리라.

19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
아두지말라. 거기는좀과동록이해
하며, 도적이 뚫고 들어와 도적질하
느니라.

20 오직 너희를 위하여 ㄱ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
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뚫고 들어
오지도못하고도적질하지도못하느
니라.

21 이는 네 보물이 있는 그 곳에
는, 네마음도있을것임이니라.

22 눈은 몸의 ㄱ빛이니, 그러므로
만일 네 눈이 순전하면, 네 온 몸에
빛이가득하리라.

23 그러나 만일 네 눈이 악하면,
네 온 몸에 어둠이 가득하리니, 그러
므로 만일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면, 그어둠이얼마나심하겠느냐!

24 아무도 두 주인을 ㄱ섬길 수 없
나니, 이는혹이를미워하고저를사

552제3니파이 13:7~24

8ㄱ 교성 84:83.
9ㄱ 마 6:9~13.
ㄴ 안내기도.
ㄷ 안내하나님,

신회－아버지 하나님.
12ㄱ 조성, 마 6:14.

14ㄱ 모사 26:30~31; 
교성 64:9. 
안내용서하다.

16ㄱ 사 58:5~7. 
안내금식하다, 금식.

18ㄱ 교성 38:7.

20ㄱ 힐 5:8; 8:25.
22ㄱ 교성 88:67.
24ㄱ 삼상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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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하거나, 혹 그렇지 아니하면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
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
여섬길수없느니라.

25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 택하신 열둘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한말을기억하라. 이
는 보라, 너희는 이 백성에게 ㄱ성역
을 베풀게 하려고 내가 택한 자들임
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
을까, 혹은무엇을마실까 ㄴ염려하지
말며,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
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몸이의복보다중하지아니하냐?

26 공중의새를보라. 심지도않고
거두지도아니하고창고에모아들이
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
서 그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들
보다더욱낫지아니하냐?

27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한자나더할수있느냐?

28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
니하고, 길쌈도아니하느니라.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
니, 솔로몬이 그 모든 영광으로도 입
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
니라.

30 그러한즉 오늘 있다가 내일 아
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의 신앙이
적지 아니할진대 그와 같이 너희도
입히시리라.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먹을까? 혹은무엇을마실까?
혹은무엇을입을까? 하지말라.

32 이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
심이니라.

33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ㄱ나라와그의의를구하라, 그리하면
이모든것을너희에게더하시리라.

34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
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괴로움은그날로족함
이니라.

제 14 장

예수께서 명하심. 비판하지 말라. 하
나님께 구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살
피라－아버지의뜻을행하는자들에
게 구원을 약속하심－마태복음 7장
과비교하라. 주후34년경.

그리고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
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다시 무
리에게로 돌이키사, 다시 그들에게
그 입을 열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
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비판을
받지아니하려거든ㄱ비판하지말라.

2 ㄱ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25ㄱ 안내성역을 베풀다.
ㄴ 앨 31:37~38; 교성

84:79~85.

33ㄱ 눅 12:31.
14 1ㄱ 조성,마 7:1~2; 

요 7:24.

2ㄱ 몰 8:19.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
아림을받을것임이니라.

3 또 어찌하여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네가 보고, 네 눈 속에 있
는들보는네가깨닫지못하느냐?

4 또는보라, 네눈속에들보가있
는데 어떻게 네 형제에게 이르기를,
나로네눈속에서티를빼게하라하
겠느냐?

5 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에
서 ㄱ들보를 내어 던지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네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내어던지리라.

6 ㄱ거룩한것을개에게주지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다시 돌이
켜너희를찢어상할까염려하라.

7 ㄱ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
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
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것이니,

8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
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
게열릴것임이니라.

9 또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
을달라하면돌을주겠느냐?

10 또는생선을달라하면뱀을줄
사람이있겠느냐?

11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선물
로너희의자식에게줄줄알거든, 하
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
희도남을 ㄱ대접하라. 이것이율법이
요선지자임이니라.

13 ㄱ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
이ㄴ넓어그리로들어가는자가많되,

14 생명으로 인도하는 ㄱ문은 좁
고, 그길이 ㄴ협착하여찾는이가 ㄷ적
음이니라.

15 ㄱ거짓 선지자들을 살피라. 그
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아오나 속에
는노략질하는이리라.

16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무화과를따겠느냐?

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를맺느니라.

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없고, 못된나무가좋은열매를맺
을수없느니라.

19 좋은 열매를 ㄱ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찍혀불에던져지니라.

20 이러므로그들의 ㄱ열매로그들
을알지니라.

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
다천국에다들어갈것이아니요, 다
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554제3니파이 14:3~21

5ㄱ 요 8:3~11.
6ㄱ 안내거룩한.
7ㄱ 3니 27:29. 안내기도.

12ㄱ 안내긍휼.
13ㄱ 눅 13:24; 3니 27:33.

ㄴ 교성 132:25.

14ㄱ 니후 9:41; 31:9, 17~18;
교성 22:1~4.

ㄴ 니전 8:20.
ㄷ 니전 14:12.

15ㄱ 렘 23:21~32; 
니후 28:9, 12, 15.

19ㄱ 마 3:10; 
앨 5:36~41; 
교성 97:7.

20ㄱ 눅 6:43~45; 
모로 7:5.



555 제3니파이 14:22~15:5

행하는자라야들어가리라.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ㄱ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
름으로 예언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
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일을행하지아니하였나이까
하려니와,

23 이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
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ㄱ알
지 못하였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아, 내게서ㄴ떠나가라하리라.

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
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내가 그를, 그
집을 ㄱ반석위에지은지혜로운사람
에비유하리니－

25 또 ㄱ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불어그집에부딪치되, 그집
이 ㄴ무너지지아니하였나니, 이는그
기초를반석위에놓은연고이니라.

26 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ㄱ모래 위에
지은어리석은자에비유되리니－

27 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불어그집에부딪치매, 그집
이 무너졌으니 그 무너짐이 심하였
느니라.

제 15 장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이 자기 안에
서 이루어졌음을 공포하심－니파이

인들은그가예루살렘에서말씀하신
다른 양임－죄악으로 인하여, 예루
살렘에 있는 주의 백성은 이스라엘
의흩어진양에대하여알지못함. 주
후34년경.

그리고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
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눈을
들어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께로 올라가기 전에 가르친 바를 너
희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이말을기억하여 ㄱ행하는자는
내가그를마지막날에ㄴ일으키리라.

2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들 중에 기
이히여기며, 모세의 ㄱ율법에관하여
무엇을원하실까하고생각하는자들
이 있음을 아셨으니, 이는 그들이 옛
것이지나가고모든것이새로워졌다
하신말씀을깨닫지못하였음이라.

3 이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옛 것이 지나가
고, 모든것이새로워졌다한것을기
이히여기지말라.

4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에게준바되었던 ㄱ율법은이제
이루어졌느니라.

5 보라, ㄱ내가 곧 율법을 준 그요,
내가 곧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성약
한 그로라. 그러므로 율법이 내 안에

22ㄱ 앨 5:17.
23ㄱ 모사 5:13; 26:24~27.

ㄴ 눅 13:27.
24ㄱ 안내반석.
25ㄱ 앨 26:6; 힐 5:12.

ㄴ 잠 12:7.

26ㄱ 3니 11:40.
15 1ㄱ 약 1:22.

ㄴ 니전 13:37; 
교성 5:35.

2ㄱ 안내모세의 율법.
4ㄱ 모사 13:27~31; 

3니 9:17~20.
5ㄱ 고전 10:1~4; 

3니 11:14. 
안내여호와.



서 이루어졌나니, 이는 내가 율법을
ㄴ이루려 왔음이라. 그러므로 율법은
끝났느니라.

6 보라, 내가 선지자들을 ㄱ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 안에서 이루어
지지 아니한 모든 것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다 이루어질
것임이니라.

7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옛
것이 지나갔다 하였음으로 인하여,
장차 이를 일에 관하여 말한 것을 폐
하지아니하는도다.

8 이는 보라, 내가 내 백성과 맺은
ㄱ성약이 다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다만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이 내 안
에서끝났음이라.

9 보라, 내가 ㄱ율법이요 ㄴ빛이니,
나를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라. 그리
하면 너희가 ㄷ살리니, 이는 끝까지
ㄹ견디는 그에게 내가 영생을 주겠음
이라.

10 보라, 내가 너희에게 ㄱ계명을
주었노니, 그러므로 내 계명을 지키
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 이는
이들이 진실로 나를 ㄴ증거하였음이
니라.

11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택하신열둘에게이르시되,

12 너희는 내 제자요, 너희는 ㄱ요
셉 집의 남은 자들인 이 백성의 빛이

니라.
13 또 보라, 이는 너희의 기업의

ㄱ땅이요 아버지께서 이를 너희에게
주셨도다.

14 그리고 어느 때에라도 아버지
께서 이를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 형
제에게 ㄱ말하라고 내게 명하신 일이
없었도다.

15 어느 때에라도 아버지께서 그
땅으로부터 인도해 내신 이스라엘
집의 ㄱ다른 지파에 관하여서도 그들
에게 말하라고 내게 명하신 일이 없
었도다.

16 이만큼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
사그들에게이르라하셨나니,

17 곧이무리에들지아니한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저들도 내가 인도
하여야 할 터이니, 저들이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ㄱ목자에게
있으리라한것이라.

18 그러나 이제 목이 뻣뻣함과 믿
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내 말을
ㄱ깨닫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이 일에 관하여 더 이상 말
하지말도록아버지로부터명하심을
받았느니라.

19 그러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아버지께서내게명하신지
라, 내가 이를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너희는 그
들 중에서 갈라져 나왔나니 그러므

556제3니파이 15:6~19

5ㄴ 앨 34:13.
6ㄱ 3니 23:1~5.
8ㄱ 3니 5:24~26.
9ㄱ 니후 26:1.
ㄴ 안내빛, 그리스도의 빛.
ㄷ 요 11:25; 교성 88:44.

ㄹ 안내견디다.
10ㄱ 3니 12:20.

ㄴ 모사 13:33.
12ㄱ 안내요셉, 야곱의 아들.
13ㄱ 니전 18:22~23.
14ㄱ 3니 5:20.

15ㄱ 3니 16:1~4.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열 지파.

17ㄱ 안내선한 목자.
18ㄱ 교성 10:59.



557 제3니파이 15:20~16:4

로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알지 못함
은그들의죄악으로인함이니라.

20 또 진실로 내가 거듭 너희에게
이르거니와아버지께서다른지파들
도 그들에게서 갈라 놓으셨으되, 그
들이 저들에 대하여 알지 못함은 그
들의죄악으로인함이니라.

21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너희는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
에 들지 아니한 ㄱ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
이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
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그
양이라.

22 그러나 그들이 내 말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것이 ㄱ이방인들
을 가리키는 것인 줄 그들이 생각하
였음이라. 이는 이방인들이 그들의
전도를 통하여 ㄴ돌이키게 될 것임을
그들이깨닫지못하였음이니라.

23 또 그들은 내 말 곧 그들이 내
음성을 들으리라고 한 말을 깨닫지
못하였나니, 그들은어느때라도 ㄱ이
방인들이 내 음성을 듣지 못할 것
을－곧 ㄴ성신으로 말미암지 않고서
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나타내지 아
니할것임을깨닫지못하였느니라.

24 그러나 보라, 너희는 ㄱ내 음성
을들었고, 또나를보았나니, 너희는
나의 양이라,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게 ㄴ주신자들가운데헤아림을받았

느니라.

제 16 장

예수께서이스라엘의잃어버린양인
다른자들을방문하실것임－후일에
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나아간 후
에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아갈 것
임－주께서 시온을 다시 데려 오실
때 주의 백성은 눈과 눈을 마주하고
볼것임. 주후34년경.

또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
르거니와 이 땅에도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땅에도 있지 아니하며 내
가다니며성역을베푼그주변땅어
느곳에도있지아니한 ㄱ다른양들이
내게있나니,

2 이는 내가 말하는 그들은 아직
내 음성을 듣지 못한 자들이요, 나도
그들에게 아무 때에라도 나를 나타
내지아니하였음이니라.

3 그러나 내가 ㄱ그들에게로 가서,
그들로 내 음성을 듣게 하고, 나의 양
가운데 헤아림을 받게 하여, 한 무리
가되어한목자에게있게하라는계명
을 아버지에게서 받았으니, 그러므로
내가그들에게나를보이러가노라.

4 이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내가떠난후에너희는이러한 ㄱ말을
기록하여, 만일 예루살렘에 있는 나

21ㄱ 요 10:14~16.
22ㄱ 안내이방인.

ㄴ 행 10:34~48.
23ㄱ 마 15:24.

ㄴ 니전 10:11. 
안내성신.

24ㄱ 앨 5:38; 
3니 16:1~5.

ㄴ 요 6:37; 
교성 27:14.

16 1ㄱ 3니 15:15.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열 지파.

3ㄱ 3니 17:4.
4ㄱ 안내경전.



의 백성, 곧 내가 성역을 베풀 때에
나를 보고 나와 함께 있었던 그들이,
성신으로 말미암아 너희에 대한 지
식과, 또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지파에 대한 지식을 받도록 내 이름
으로 아버지께 구하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기록할 이 말씀이 보존되었
다가 ㄴ이방인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
면에 흩어질 그들 자손의 남은 자들
이 이방인들의 충만함을 통하여 인
도되어 들어오도록, 곧 인도되어 그
들의구속주인나를아는 ㄷ지식에이
르도록하라.

5 그때에 내가 그들을 땅의 사방
에서 ㄱ모아들이며, 그때에내가아버
지께서 이스라엘 ㄴ집의 모든 백성에
게세우신 ㄷ성약을이루리라.

6 또 ㄱ이방인들에게 나와 아버지
를 증거하시는 ㄴ성신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에게복이있으리라.

7 아버지께서말씀하시느니라, 보
라, 그들이나를믿음으로인하여, 또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의 믿지 않
음으로인하여, ㄱ후일에진리가이방
인들에게로 나아가 이러한 일의 충
만함이그들에게알려지리로다.

8 그러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느
니라, 이방인들 중 믿지 아니하는 자
들에게 화 있도다－그들이 이 땅 위

에 나아와 이스라엘 집에 속한 나의
백성을 ㄱ흩었으며, 이스라엘집에속
한나의백성은그들가운데서 ㄴ쫓겨
나고, 그들에게 발 아래 밟힘을 당하
였을지라도,

9 또이방인들에게베푸시는아버
지의 자비와, 또한 이스라엘 집에 속
한 나의 백성에게 내리시는 아버지
의 심판으로 인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일
후에, 또내가이스라엘집에속한내
백성으로 하여금 매를 맞으며, 고난
을 받으며, ㄱ죽임을 당하며, 그들 가
운데서 쫓겨나며, 그들에게 미움을
받으며, 그들 중에 조롱거리와 비방
거리가되게한후에－

10 이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
을 아버지께서 명하시느니라. 이방
인들이 나의 복음을 대적하여 범죄
하며, 내 복음의 충만함을 거부하고,
그 마음의 교만 중에 모든 나라 위에
와, 온 땅의 모든 백성 위에 ㄱ자고하
며, 온갖 거짓말과 속임과 악행과 온
갖 위선과 살인과 ㄴ사제술과 음행과
은밀한 가증함으로 가득차게 되는
그 날에, 만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고 내 복음의 충만함을 거부할
진대, 보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느
니라, 내가 내 복음의 충만함을 그들
에게서취하리라.

11 또 그때에 이스라엘의 집이여,

558제3니파이 16:5~11

4ㄴ 니전 10:14; 3니 21:6.
ㄷ 겔 20:42~44; 

3니 20:13.
5ㄱ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집합.
ㄴ 니전 22:9; 

3니 21:26~29.
ㄷ 3니 5:24~26.

6ㄱ 니전 13:30~42; 
니후 30:3.

ㄴ 니후 32:5; 3니 11:32,
35~36. 안내성신.

7ㄱ 안내복음의 회복.
8ㄱ 니전 13:14; 몰 5:9, 15.
ㄴ 3니 20:27~29.

9ㄱ 암 9:1~4.
10ㄱ 몰 8:35~41.

ㄴ 니후 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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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내 백성에게 세운 바 나의 성약
을 ㄱ기억하고, 나의복음을그들에게
로가져올것이니라.

12 또이스라엘의집이여, 내가이
방인들이 너를 다스릴 권력을 갖지
못할 것을 네게 보이나, 오 이스라엘
의집이여, 네게세운나의성약을내
가 기억하리니, 너희가 나의 충만한
복음의ㄱ지식에이르게되리로다.

13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이여, 만
일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나에게 돌
아올진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느니
라, 보라, 그들이 나의 백성 가운데
ㄱ헤아림을받을것이라.

14 또이스라엘집에속한나의백
성이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며, 그들
을짓밟음을내가허락하지아니하리
로다, 아버지께서말씀하시느니라.

15 그러나 그들이 내게로 돌이켜,
나의음성에귀기울이려아니할진대,
이스라엘의집이여, 내가그들에게허
락하여, 참으로 내가 나의 백성에게
허락하여, 그들로하여금저들가운데
로지나가게하며, 저들을 ㄱ짓밟게하
리니, 이스라엘의 집이여, 저들이 이
후로는 아무 쓸 데가 없어 다만 밖에
던지워 내 백성의 발 아래 밟힐 따름
인그맛을잃은소금같으리로다.

16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이같이 내게
명하사－나로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주어저희기업을삼게하셨느니라.
17 그때 선지자 이사야의 ㄱ말이

이루어지리로다. 이르되,
18 ㄱ너의 ㄴ파수꾼들이 소리를 높

일 것이요. 소리를 함께 하여 그들이
노래하리니, 이는 주께서 시온을 다
시 데려오실 때에 그들의 눈과 눈이
마주봄이라.

19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
아, 기쁨을 발하며 함께 노래할지어
다. 이는 주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시
고예루살렘을구속하셨음이라.

20 주께서 만국의 눈에 그 거룩한
팔을 드러내셨으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의구원을보리로다.

제 17 장

예수께서 백성들에게 그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깨닫기 위해 기도할
것을분부하심－그들의병든자들을
고쳐 주심－주께서 기록할 수 없는
말을 사용하여 백성들을 위해 기도
하심－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천사
들이 성역을 베풀고 불이 어린아이
들을둘러쌈. 주후34년경.

보라,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
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다시 무리
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ㄱ때가가까웠도다.

11ㄱ 3니 21:1~11; 
몰 5:20.

12ㄱ 힐 15:12~13.
13ㄱ 갈 3:7, 29; 

니전 15:13~17; 
니후 10:18; 

3니 30:2; 
아브 2:9~11.

15ㄱ 미 5:8~15; 
3니 20:16~19;
21:12~21; 
교성 87:5.

17ㄱ 3니 20:11~12.
18ㄱ 사 52:8~10.

ㄴ 겔 33:1~7. 
안내살펴보다, 파수꾼.

17 1ㄱ 설명 아버지에게
돌아감. 4절 참조.



2 너희가 연약하여, 내가 이때 너
희에게 말하도록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나의모든말을너희가 ㄱ깨달을
수없는줄을내가아노라.

3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집으로
가서, 내가 말한 것을 ㄱ깊이 생각하
며, 너희가깨달을수있도록내이름
으로아버지께간구하고, ㄴ내일을위
하여 너희 마음을 ㄷ예비하라. 내가
다시너희에게로오리라.

4 그러나지금은내가아버지께로
ㄱ가며, 또한 이스라엘의 ㄴ잃어버린
지파들에게나를 ㄷ보이러가노라. 이
는 저들이 아버지께는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함이니, 아버지께서는 친
히어디로데려가셨는지아심이라.

5 또이렇게되었나니예수께서이
같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 눈을 들어
무리를 다시 둘러보시고, 그들이 눈
물을 머금은 채 마치 그에게 조금 더
그들과함께머무실것을간구하려는
듯이그를주목하는것을보시더라.

6 이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나의 심정은 너희에 대한 ㄱ측은함으
로가득하도다.

7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너희에게
저는자나, 맹인이나, 다리불편한자
나, 장애인이나, 나병환자나, 마른자
나, 못듣는자나, 어떻게든지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내가 그들을 고쳐 주리라.
이는 내가 너희를 측은히 여김이요,
나의심정이자비로충만함이라.

8 이는내가예루살렘에있는너희
형제들에게행한것을너희에게보여
주기를 너희가 원하는 줄 내가 앎이
니, 이는너희의ㄱ신앙이내가너희를
고치기에ㄴ족한줄내가앎이니라.

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
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나자, 무리가
다 일제히 그들의 병든 자와 그들의
고난당하는 자와, 그들의 저는 자들
과함께, 또그들의맹인들과함께, 또
그들의말못하는자들과함께, 또어
떤식으로든고난당하는모든자들과
함께 나아가매, 그들을 데려오는 대
로그들모두를ㄱ고쳐주시더라.

10 이에고침을받은자와성한자
들이 모두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며,
그를경배하였고, 무리지어있음에도
불구하고다가올수있었던자마다그
의 발에 ㄱ입을 맞추매, 그들이 그 눈
물로그의발을씻기에이르렀더라.

11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그들의 ㄱ어린아이들을 데려오라 명
하시더라.

12 이에 그들이 그들의 어린아이
들을 데려와 그를 둘러 땅에 내려놓
는지라, 예수께서는 그 한가운데 서
셨고, 무리는 그들을 모두 데려올 때
까지길을비켜주었더라.

560제3니파이 17:2~12

2ㄱ 요 16:12; 
교성 78:17~18.

3ㄱ 안내깊이 생각하다.
ㄴ 3니 19:2.
ㄷ 교성 132:3.

4ㄱ 3니 18:39.

ㄴ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열 지파.

ㄷ 3니 16:1~3.
6ㄱ 안내긍휼.
8ㄱ 눅 18:42.

ㄴ 니후 27:23; 이더 12:12.
9ㄱ 모사 3:5; 3니 26:15.

10ㄱ 눅 7:38.
11ㄱ 마 19:13~14; 

3니 26:14, 16.



561 제3니파이 17:13~25

1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을
모두 데려온 후에, 예수께서는 그 한
가운데 서셨더니, 무리를 명하사 땅
에 ㄱ무릎을꿇게하시니라.

14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땅
에 무릎을 꿇고 나자, 예수께서 속으
로 괴로워하시고, 이르시되, 아버지
여, 이스라엘 집 백성의 간악함으로
인하여내가ㄱ번민하나이다.

15 그리고이말씀을하시고나서,
예수께서도 친히 땅 위에 무릎을 꿇
으시더니, 보라, 예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시니, 이제 그 기도하신 것을
능히 기록할 수 없으되, 그의 기도를
들은무리가증거하였도다.

16 이에 그들의 증거함이 이러하
니라. 예수께서 아버지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들은 바 그처럼 크
고기이한일을이전에결코 ㄱ눈으로
본적이없으며, 귀로도들은일이없
느니라.

17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우리가보고들은바, 그처럼크
고기이한일을어떠한 ㄱ혀로도말할
수 없고, 어떠한 사람도 기록할 수도
없으며, 사람의 마음으로는 품을 수
도 없나니, 주께서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
었을 때 우리의 영혼을 채웠던 그 기
쁨을아무도상상할수없느니라.

18 또이렇게되었나니예수께서아
버지께 기도하시기를 마치시고 나서
일어서셨으나, 무리의 ㄱ기쁨이 얼마

나컸던지그들이압도되어있는지라.
1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

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더러
일어나라하시더라.

20 이에 그들이 땅에서 일어나매,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신앙으
로 인하여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
제 보라, 나의 기쁨이 충만하도다 하
시더라.

21 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ㄱ우
시니, 무리가이를증거하니라. 또그
들의 어린아이들을 하나씩 안으시
고, 그들을 ㄴ축복하시며, 그들을 위
하여아버지께기도하시더라.

22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나서 다
시우시더라.

23 그리고는 무리에게 말씀하시
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어린
자들을보라하시더라.

24 이에 그들이 주목하여 보려 할
새그눈을들어하늘을향하더니, 하
늘들이 열린 것을 보고, 또 천사들이
마치 불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여 하
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매, 저희
가 내려와 그 어린 자들을 ㄱ둘러싸
니, 그들이 불에 둘러싸였으며, 천사
들이그들에게성역을베풀더라.

25 이에 무리가 보고 듣고 증거하
였으니, 그들이 자기의 증거가 참인
줄아는것은그들각사람이모두친
히 보고 들었음이라. 또 그들은 수효
가 대략 이천오백 명쯤이었고,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들로 이루어져 있

13ㄱ 눅 22:41; 행 20:36.
14ㄱ 모세 7:41.
16ㄱ 사 64:4; 고전 2:9; 

교성 76:10, 114~119.
17ㄱ 고후 12:4.
18ㄱ 안내기쁨.

21ㄱ 요 11:35.
ㄴ 막 10:14~16.

24ㄱ 힐 5:23~24, 43~45.



었더라.

제 18 장

예수께서니파이인들가운데성찬을
제정하심－그들은그의이름으로항
상기도하라는명을받음－합당하지
않게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
는자들은정죄받음－성신을부여할
수 있는 권능을 제자들이 받음. 주후
34년경.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명하사 약간의 ㄱ떡과 포
도주를그에게가져오게하시니라.

2 또 그들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
러 간 사이에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
게하시니라.

3 그리고 제자들이 ㄱ떡과 포도주
를 가져오매, 떡을 취하여 떼어 축복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먹으라
명하시니라.

4 이에 그들이 먹고 충만하게 되
매, 그들에게 명하사 무리에게 주라
하시니라.

5 그리고 무리가 먹고 충만하게
되매, 제자들에게이르시되, 보라, 너
희 중에 성임될 자가 하나 있을지라,
그에게 내가 권능을 주어 그로 떡을
ㄱ떼어축복하며그것을내교회의백
성, 곧 믿고 내 이름으로 침례 받은
모든자에게주게하리라.

6 이를 너희는 항상 지켜 행하되,

내가행한것같이, 곧내가떡을떼어
축복하고 그것을 너희에게 준 것같
이하라.

7 또 이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보인나의몸을 ㄱ기억하여행할지니,
이것이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함을
아버지께 증거하는 것이 되리라. 또
만일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하면 너
희는 너희와 함께 할 나의 영을 갖게
되리라.

8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 말씀을
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명하사 잔
의 포도주를 취하여 마시게 하시고,
또 무리에게도 주게 하사 그들도 마
시게하시니라.

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리 행하여, 이를 마시고 충만하게
되었고, 또그들이무리에게주매, 그
들이마시고충만하게되었더라.

10 그리고 제자들이 이를 행하고
나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행한이일로인하여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는 이것이 나의 계명
을 이루는 것임이요, 또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명한바를너희가기꺼이행
하려함을아버지께증거함이니라.

11 또이를너희는회개하고내이
름으로 침례 받는 자들에게 항상 행
할지며, 또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하
여흘린바, 나의피를기억하여이를
행하여,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함을
아버지께 증거하도록 하라. 만일 너
희가 항상 나를 기억하면 너희가 나

562제3니파이 18:1~11

18 1ㄱ 마 26:26~28.
3ㄱ 안내성찬.
5ㄱ 모로 4.

7ㄱ 모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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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영으로너희와함께하게하리라.
12 또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

니 너희는 이를 행하라. 너희가 항상
이를 행할진대 너희에게 복이 있나
니, 이는 너희가 나의 ㄱ반석 위에 지
어졌음이라.

13 그러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보다 많거나 적게 행할 자는 나의 반
석 위에 지어지지 아니하였고, 모래
의 기초 위에 지어졌나니, 비가 내리
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들
에게 부딪칠 때에, 그들이 ㄱ넘어질
것이요, 지옥의 ㄴ문이 열려 있어 그
들을맞으리라.

14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하사 너희에게 주라 하신 나의 계
명을 너희가 지킬진대 너희에게 복
이있도다.

15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마의 유혹을 받
고 그에게 사로잡혀 이끌려가지 않
도록, 항상깨어ㄱ기도하라.

16 또 내가 너희 가운데서 기도한
것같이 너희도 내 교회 안에서 회개
하고 내 이름으로 침례 받는 내 백성
가운데서기도하라. 보라나는 ㄱ빛이
니, 내가너희에게ㄴ본을보였노라.

17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나
서, 무리에게로 다시 돌이키사 그들
에게이르시되,

18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
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유혹에 들지
않도록항상깨어기도하여야하느니
라. 이는 ㄱ사탄이 너희를 밀같이 체
질하려고너희를갖기원함이니라.

19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내 이름
으로아버지께기도하여야하느니라.

20 또 ㄱ너희가 받을 줄로 믿으며,
옳은 것으로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
으로아버지께구하는것은, 보라, 너
희에게주어지리라.

21 항상 나의 이름으로 너희 가
족 안에서 아버지께 ㄱ기도하여, 너
희의 아내와 너희의 자녀들이 복받
게하라.

22 또 보라, 너희는 자주 함께 모
일지며, 너희가 함께 모일 때에 아무
라도 너희에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들을 용납하여 너희에게로
오게하고그들을금하지말라.

23 도리어그들을위하여 ㄱ기도하
고, 그들을 쫓아 내지 말라. 또 만일
그들이 자주 너희에게로 오거든, 너
희는 내 이름으로 그들을 위하여 아
버지께기도하라.

24 그러므로너희의ㄱ빛을들어그
것으로 세상에 비취게 하라. 보라 나
는너희가치켜들 ㄴ빛이니－곧너희
가본바나의행하는그것이라, 보라
내가 아버지께 기도한 것을 너희가
아나니너희가다목격하였느니라.

12ㄱ 안내반석.
13ㄱ 안내배도.

ㄴ 3니 11:39.
15ㄱ 앨 34:17~27. 

안내기도.
16ㄱ 안내빛, 그리스도의 빛.

ㄴ 안내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18ㄱ 눅 22:31; 니후 2:17~18;
교성 10:22~27.

20ㄱ 마 21:22; 
힐 10:5; 

모로 7:26; 
교성 88:63~65.

21ㄱ 앨 34:21.
23ㄱ 3니 18:30.
24ㄱ 마 5:16.

ㄴ 모사 16:9.



25 또 내가 명하여 너희 중 ㄱ아무
도 가버리지 않게 하고, 오히려 명하
여 너희로 하여금 내게로 와서, ㄴ만
지며보게한것을너희가아나니, 그
와 같이 너희도 세상에 대하여 행하
라. 누구든지 이 계명을 깨뜨리는 자
는스스로유혹에들게하느니라.

26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택하신 제자들을 다시 돌아보시고
그들에게이르시되,

27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
에게이르노니내가너희에게또한가
지계명을주노라. 그러고나서내ㄱ아
버지께로가서아버지께서내게주신
ㄴ다른계명들을이루어야하리로다.

28 또한 이제 보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니, 곧 너희가
성찬을베풀때에, 나의살과피를아
무도 알면서도 ㄱ합당하지 않게 ㄴ취
하지못하게하라.

29 이는 누구든지 나의 살과 ㄱ피
를 ㄴ합당하지않게먹고마시는자마
다 자기 영혼을 위하여 저주를 먹고
마심이라.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
이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에 합
당하지 아니한 줄로 너희가 알거든
너희는그를금하라.

30 그러나 그를 너희 중에서 ㄱ쫓
아 내지 말고, 그에게 성역을 베풀며

내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할지니, 만일 그가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거든, 너희는 그
를 받아들여 그에게 나의 살과 피를
베풀지니라.

31 그러나 만일 그가 회개하지 않
거든그로내백성가운데헤아림을받
지 않게 하여, 그로 내 백성을 멸하지
못하게 할지니, 보라, 나는 ㄱ내 양을
알고그들은헤아림을받았음이니라.

32 그러할지라도 너희는 그를 너
희의 회당이나, 너희의 예배하는 장
소에서 쫓아 내지 말지니, 이는 그러
한자에게너희가계속하여성역을베
풀어야 할 것임이니라. 이는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마음의 뜻을 다
하여내게로오므로, 내가그들을 ㄱ낫
게 하지 않을지, 그리하여 너희가 그
들에게구원을가져다주는방편이되
지않을줄너희가알지못함이니라.

3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말을 지켜 너희가 ㄱ정죄 아래 들
지 않게 하라. 이는 아버지께서 정죄
하시는자에게화가있음이니라.

34 또 내가 이러한 계명을 너희에
게 주는 것은 너희 가운데 있은 논쟁
으로인함이니, 너희가운데 ㄱ논쟁이
없을진대너희에게복이있도다.

35 또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
니, 이는 ㄱ너희를 위하여 내가 아버

564제3니파이 18:25~35

25ㄱ 앨 5:33.
ㄴ 3니 11:14~17.

27ㄱ 안내하나님,
신회－아버지 하나님

ㄴ 3니 16:1~3.
28ㄱ 몰 9:29.

ㄴ 고전 11:27~30.

29ㄱ 안내피; 성찬.
ㄴ 교성 46:4.

30ㄱ 교성 46:3.
31ㄱ 요 10:14; 앨 5:38; 

3니 15:24.
32ㄱ 3니 9:13~14; 

교성 112:13.

33ㄱ 안내정죄하다, 정죄.
34ㄱ 3니 11:28~30.
35ㄱ 요1 2:1; 니후 2:9; 

모로 7:27~28; 
교성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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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께로 가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하
셨느니라.

36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그
ㄱ손을 그 택하신 ㄴ제자들에게 하나
씩 하나씩 대시되, 저들 모두에게 손
을 대시기까지 그리하시고, 저들에
게 손을 대시면서 저들에게 말씀하
셨느니라.

37 그러나 그가 하신 말씀을 무리
가 듣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증거하지 못하였으나, 제자들은 예
수께서 ㄱ성신을 줄 수 있는 ㄴ권능을
저들에게 주셨다고 증거하였으니,
이 증거가 참됨을 이후에 내가 너희
에게보이리라.

38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저들 모두에게 손을 대시고 나자,
ㄱ구름이 와서 무리를 덮으매 그들이
예수를볼수없더라.

39 그리고 그들이 덮여 있는 동안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
가시니, 제자들이 보고 그가 하늘로
다시올라가셨음을증거하였느니라.

제 19 장

열두 제자가 백성에게 성역을 베풀
고성신이임하기를기도함－제자들
이 침례 받고 성신을 받고 천사의 성
역을 받음－예수께서 기록할 수 없
는말을사용하여기도하심－예수께
서 니파이인들의 심히 큰 신앙을 증

거하심. 주후34년경.

그리고이제이렇게되었나니예수께
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무리가 흩
어져, 각사람이그아내와그자녀들
을데리고자기집으로돌아갔더라.

2 그리고 무리가 예수를 보았고,
예수께서그들에게성역을베푸셨으
며, 그가 또한 다음 날에도 무리에게
자기를 보이시리라는 사실이 아직
채 어둡기도 전에 즉시 백성들 가운
데널리알려졌느니라.

3 참으로 또 그뿐 아니라 밤새 예
수께 관하여 널리 알려졌으니, 그들
이 백성들에게 보내기를 많이 한지
라많은자들이, 참으로심히큰수가
예수께서 무리에게 자기를 보이실
곳에다음날가있으려고그밤이새
도록열심히수고하였더라.

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다음
날 무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보라,
니파이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
으킨 디모데라 이름하는 그의 아우
와, 또한 요나라 이름하는 그의 아들
과 또한 매도나이와 그 형제 매도나
이하와쿠멘과쿠메논하이와예레미
야와 셈논과 요나와 시드기야와 이
사야－이제 이는 예수께서 택하신
제자들의 이름이더라－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나아가 무리 한가
운데섰느니라.

5 또 보라, 무리가 심히 큰지라
저들은 그들을 열두 떼로 나뉘게 하

36ㄱ 안내손, 안수.
ㄴ 니전 12:7; 

3니 19:4.

37ㄱ 안내은사, 성신의.
ㄴ 안내권능.

38ㄱ 출 19:9, 16.



더라.
6 또 이 열둘이 무리를 가르쳤으

니, 보라, 저들이무리로하여금지면
에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
버지께기도하게하였느니라.

7 또 이 제자들 역시 예수의 이름
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였느니라. 그
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일어
나서백성에게성역을베풀더라.

8 또 저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동일한 말씀을－예수께서 하신
말씀에서조금도벗어남이없이－베
푼 후에, 보라, 저들이 다시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
도하였느니라.

9 또 저들은 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였나니, 저들은
ㄱ성신을 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였
더라.

10 또 저들이 이같이 기도하고 나
서 물가로 내려가매 무리가 저들을
따랐더라.

1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가ㄱ물로내려가침례를받았느니라.

12 또 그가 물에서 올라와 침례를
베풀기 시작하여 예수께서 택하신
자들모두에게침례를주었느니라.

1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다 ㄱ침례를받고물에서올라오매성
신이 저들 위에 내려오시니, 저들이
ㄴ성신과불로충만하게되었더라.

14 또 보라 저들은 마치 불 같은
것에 ㄱ둘러싸였는데 그것이 하늘에

서 내려온지라 무리가 이를 보고 증
거하였으며, 또 천사들이 하늘로서
내려와저들에게성역을베풀더라.

15 또 이렇게 되었나니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성역을 베풀고 있을 때
에, 보라, 예수께서오셔서가운데서
시어저들에게성역을베푸시더라.

16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명하
사땅에다시무릎을꿇게하시고, 또
한 그의 제자들도 땅에 무릎을 꿇게
하시더라.

17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
이모두땅에무릎을꿇고나자, 예수
께서 그 제자들에게 명하사 저들로
하여금기도하게하시더라.

18 또보라, 저들이기도하기시작
하되, 저들이 예수께 기도하며, 그를
저들의 주요, 저들의 하나님이라 일
컫더라.

19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저들 가운데서 떠나 저들에게서 조
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몸을 땅에
엎드리시고이르시되,

20 아버지여, 내가택한이사람들
에게 성신을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
다. 내가 저들을 세상에서 택하였음
은 나를 믿는 저들의 믿음으로 인함
이니이다.

21 아버지여, 비옵나니 저들의 말
을 믿을 모든 자에게 성신을 주시옵
소서.

22 아버지여, 저들이나를믿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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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9ㄱ 3니 9:20.
11ㄱ 3니 11:23.
13ㄱ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

ㄴ 3니 12:2; 몰 7:10. 
안내은사, 성신의.

14ㄱ 힐 5:23~24, 43~45; 

3니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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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성신을 주
셨사오며, 아버지께서 저들을 들으
시며 저들이 내게 기도하는 고로, 저
들이 나를 믿는 줄 아버지께서 아시
나이다. 또 저들이 내게 기도하는 것
은 내가 저들과 함께 있는 까닭이니
이다.

23 또이제아버지여, 내가아버지
께 비옵는 것은 저들과 또한 저들의
말을 믿을 모든 자를 위함이오니, 그
들로나를믿게하사 ㄱ아버지께서내
안에 계신 것같이 내가 그들 안에 있
게하시옵고, 그리하여우리가 ㄴ하나
가되게하시옵소서.

24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같이아버지께기도하시고나서제
자들에게로 오시니, 보라, 저들이 아
직그치지않고계속하여그에게기도
하는데, 저들에게 ㄱ기도할 바를 주셨
고, 또 저들은 소망으로 가득하였던
지라, 많은말을ㄴ더하지아니하더라.

25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예
수께기도할때예수께서저들을축복
하시더니, 이에 그 얼굴을 저들에게
로 향하시고 미소하시니, 그의 ㄱ얼굴
빛이 저들에게 비취매, 보라, 저들이
예수의얼굴과또한그옷과같이 ㄴ희
더라. 또보라, 그희기가모든흰것보
다희었으니, 참으로그흰것처럼흰
것이땅위에도무지있을수없더라.

26 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
되, 계속 기도하라 하셨으나 저들이

기도하기를그친것은아니었더라.
27 이에 다시 저들에게서 돌이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몸을 땅
에 엎드리시고, 아버지께 다시 기도
하여이르시되,

28 아버지여, 저들의 신앙으로 인
하여내가택한자들을 ㄱ정결하게하
여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저
들과 또한 저들의 말을 믿을 자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들도 저들이 내
안에서 정결하게 된 것같이 저들의
말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내 안에서
정결하게되게하시옵소서.

29 아버지여, 내가비옵는것은세
상을 위함이 아니요, 그 신앙으로 인
하여 아버지께서 ㄱ세상에서 내게 주
신 자들을 위함이오니, 그들로 내 안
에서 정결하게 되게 하사, 아버지께
서 내 안에 계신 것같이,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시옵고, 그리하여 우리
가하나가되게하사, 나로그들로인
하여영광을얻게하시옵소서.

30 이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
고 나서 그의 제자들에게로 다시 오
시니, 보라, 저들이그에게그치지아
니하고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는지
라, 예수께서 다시 저들을 향하여 미
소하시니, 보라, 저들이 참으로 예수
와같이 ㄱ희더라.

31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다시 가셔서 아
버지께기도하셨으나,

23ㄱ 3니 9:15.
ㄴ 요 17:21~23. 안내단합.

24ㄱ 교성 46:30.
ㄴ 마 6:7.

25ㄱ 민 6:23~27.
ㄴ 안내변형－변형된 존재.

28ㄱ 모로 7:48; 
교성 50:28~29;

88:74~75. 
안내순수한, 순수.

29ㄱ 요 17:6.
30ㄱ 마 17:2.



32 예수께서 기도하신 말씀을 혀
로써 말할 수 없고, 예수께서 기도하
신 말씀을 사람이 ㄱ기록할 수도 없
도다.

33 또무리가듣고증거하니, 그들
의 마음이 열려 예수께서 기도하신
말씀을그들이그마음에깨닫더라.

34 그러할지라도 예수께서 기도
하신 말씀이 심히 크고 기이하였던
지라, 사람이 기록할 수도 없고 말로
ㄱ표현할수도없도다.

35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기도하기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로
다시 오셔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이
처럼 큰 ㄱ신앙을 내가 모든 유대인
중에서 결코 보지 못하였노니, 그런
고로내가그들의 ㄴ믿지않음으로인
하여 이처럼 큰 기적을 그들에게 보
일수없었도다.

36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너희가 본 바 그처럼 큰 일을 그
들중에서본자가없고, 너희의들은
바 그처럼 큰 일을 그들이 듣지 못하
였도다하시니라.

제 20 장

예수께서 기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마련하시고다시백성들에게성찬을
베푸심－야곱의 남은 자들은 주 그
들의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게 되고
미 대륙을 기업으로 얻을 것임－예

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시며, 니
파이인들은 선지자들의 자손임－주
의 백성 중 다른 자들은 예루살렘으
로모이게될것임. 주후34년경.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무리
에게 명하사 기도하기를 그치게 하
시고, 그의 제자들에게도 그리하셨
더라. 또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의 마
음으로는 ㄱ기도하기를 그치지 말게
하셨느니라.

2 또 그들에게 일어나 그들의 발
로 설 것을 명하시매, 그들이 일어나
서그들의발로섰느니라.

3 이에이렇게되었나니예수께서
다시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 제자들
에게주어먹게하시더라.

4 또 그들이 먹은 후에 그들에게
명하사 떡을 떼어, 무리에게 주라 하
셨느니라.

5 또 그들이 무리에게 주기를 다
하매, 예수께서 또한 포도주를 그들
에게 주어 마시게 하시고, 그들에게
명하사무리에게주라하셨느니라.

6 이제제자들이나무리가가져온
ㄱ떡이나포도주가없었더라.

7 그러나예수께서진실로그들에
게 떡을 ㄱ주어 먹게 하시고, 또한 포
도주를주어마시게하셨느니라.

8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이르시
되, 이 떡을 ㄱ먹는 자는 자기 영혼을
위하여나의몸을먹는것이요, 이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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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시는 자는 자기 영혼을 위하여
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니, 그러므로
그의 영혼이 결코 주리거나 목마르
지아니하고충만하리라하시더라.

9 이제 무리가 다 먹고 마신 후에,
보라, 그들이 영으로 충만하게 된지
라, 한목소리로크게외치며, 그들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한 예수께 영광
을돌리더라.

10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모
두 예수께 영광을 돌리고 나자, 예수
께서 그들에게 이르셨으되, 보라, 이
제 내가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인 이
백성에 관하여 아버지께서 내게 명
하신그계명을마저다이루노라.

11 너희는 내가 ㄱ이사야의 ㄴ말이
이루어질 때라고 너희에게 말하며
이른 것을 기억하나니－보라, 그의
말이 기록되어 너희 앞에 있은즉, 그
러므로그것을상고하라－

12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사야의 말이 이루어질
때, 그때에, 오 이스라엘의 집이여,
아버지께서 그의 백성에게 세우신
ㄱ성약이이루어지리로다.

13 또지면에널리 ㄱ흩어질 ㄴ남은
자들이그때, 동에서와서에서, 또남
에서와북에서 ㄷ모여들어, 그들을구
속하신주그들의하나님에대한 ㄹ지
식에이르게되리라.

14 또 아버지께서는 너희 기업으

로 이 ㄱ땅을 너희에게 줄 것을 내게
명하셨느니라.

15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이 받게 될 축
복이후에, 그들이내백성을흩은후
에ㄱ회개하지아니하면－

16 그때 야곱 집의 한 남은 자인
너희가 그들 중에 나아갈 것인즉, 너
희는 수많은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너희가 그들 중에 있음은 수풀의 짐
승들중의사자같고, 양떼중의젊은
ㄱ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ㄴ밟고
찢으리니능히건질자가없으리라.

17 네손이네대적들위에들리리
니, 네모든원수가끊어지리라.

18 또 내가 내 백성을 함께 ㄱ모으
기를, 사람이 자기의 곡식 단을 타작
마당에모음같이하리라.

19 이는 내가 아버지께서 더불어
성약을 세우신 내 백성을, 참으로 내
가 네 ㄱ뿔을 철이 되게 하며, 네 굽을
놋이되게할것임이라. 또네가많은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인즉, 내가 그
들의 소득을 성별하여 주께 드리고,
그들의 재물을 성별하여 온 땅의 주
께드리리라. 보라, 이를행하는자는
나이니라.

20 또 이렇게 되리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 날에 나의 공의
의 ㄱ칼이 그들 위에 걸려 있으리니,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11ㄱ 니후 25:1~5; 몰 8:23.
ㄴ 3니 16:17~20; 23:1~3.

12ㄱ 3니 15:7~8.
13ㄱ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흩어짐.
ㄴ 3니 16:11~12; 21:2~7.

ㄷ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집합.

ㄹ 3니 16:4~5.
14ㄱ 안내약속의 땅.
15ㄱ 3니 16:10~14.
16ㄱ 몰 5:24; 교성 19:27.

ㄴ 미 5:8~9; 
3니 16:14~15; 21:12.

18ㄱ 미 4:12.
19ㄱ 미 4:13.
20ㄱ 3니 29:4.



그들 위에, 참으로 이방의 모든 나라
위에 떨어지리라. 아버지께서 말씀
하시느니라.

21 그리고 이렇게 되리니 이스라
엘의 집이여, 내가 내 ㄱ백성을 굳게
세우리로다.

22 또 보라, 이 백성을 내가 이 땅
에 세워 내가 너희 조상 야곱과 세운
ㄱ성약을 이루리니, 이 땅은 ㄴ새 예루
살렘이 될 것이요, 하늘의 권능이 이
백성가운데있으리라. 참으로 ㄷ내가
너희가운데있으리라.

23 보라, 나는모세가일러이르되,
주너희하나님께서나와같은 ㄱ선지
자 하나를 너희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일으키시리니, 무엇이든지그
가 너희에게 이르는 모든 일에 너희
는 그를 들을지니라. 무릇 그 선지자
를 듣지 아니하는 자마다 다 백성 중
에서끊어지리라한그이니라.

24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사무엘로부터 그 뒤를 따라 말한
ㄱ모든 선지자들도 내게 대하여 증거
하였느니라.

25 보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
이요, 이스라엘 집에 속한 자요, 또
아버지께서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ㄱ성약에속한자라. 아브라함

에게 이르시기를 ㄴ네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하
셨느니라.

26 아버지께서 먼저 너희를 위하
여 나를 일으키시고, 너희에게 복 주
시려고 나를 보내사 너희 모든 자로
하여금각각그죄악에서 ㄱ돌이켜떠
나게 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성약의
자손임으로말미암음이라－

27 또너희가복을받은후에그때
아버지께서아브라함과세우신성약
을 이루시리니, 이르시되, ㄱ네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
으리라 하신 것이라－이에 나를 통
하여 이방인들에게 성신을 부어 주
시기에 이르리니, 이스라엘의 집이
여, ㄴ이방인들에게임하는복이그들
로만인위에용사가되게하여내백
성을흩기에이르리로다.

28 또 그들이 이 땅의 백성에게
ㄱ채찍이 되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
고 그들이 내 복음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때 만일 그들이 나를 대하여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할진대, 내가 그
들의 죄악이 그들의 머리 위에 돌아
가게 하리로다, 아버지께서 말씀하
시느니라.

29 그리고 내가 내 백성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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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성약을 ㄱ기억하리니, 내가그들
과 성약하기를 나의 정한 때에 내가
그들을함께 ㄴ모으고, 그들의조상들
의 ㄷ땅을다시그들에게주어그들의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도다. 이는
ㄹ예루살렘 땅이니 영원히 그들에게
약속된 땅이니라, 아버지께서 말씀
하시느니라.

30 또이렇게되리니곧내복음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전파될 때가 이
르면,

31 또그들이나를, 곧내가하나님
의아들예수그리스도임을ㄱ믿고, 내
이름으로아버지께기도할것이라.

32 그때 그들의 ㄱ파수꾼들이 그
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합하여 그들
이 노래하리니, 이는 그들의 눈과 눈
이마주봄이로다.

33 그때 아버지께서 그들을 다시
함께모으시고, 그들의기업의땅으로
예루살렘을그들에게주실것이라.

34 그때 그들이 기쁨을 발하리
니－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
아, 함께 ㄱ노래하라. 이는 아버지께
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그가 예루
살렘을구속하셨음이라.

35 아버지께서 열방의 눈에 그 거
룩한 팔을 드러내셨으므로, 땅의 모
든 끝이 아버지의 구원을 보리니, 아
버지와나는하나니라.

36 또 그때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
리니, 시온이여, ㄱ깰지어다. 다시 깨
어 네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
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
어옴이없을것임이니라.

37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시온의 딸아, 네 목의 줄을
스스로풀어버릴지어다.

38 이는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심
이라,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
하여 스스로를 팔았으니, 너희가 돈
없이속량되리라.

39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
라. 참으로 그 날에 그들은 내가 곧
말하는그인줄알리로다.

40 또그때그들이말하기를, 그들
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ㄱ공포하며, 그들에게복된좋은소식
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
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
치하신다 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서
ㄴ어찌그리아름다운고할것이요,

41 또그때한외침이나아가기를,
너희는 ㄱ떠날지어다. 너희는 떠날지
어다. 너희는거기서나가고 ㄴ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29ㄱ 사 44:21; 
3니 16:11~12.

ㄴ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집합.

ㄷ 암 9:14~15.
ㄹ 안내예루살렘.

31ㄱ 3니 5:21~26; 21:26~29.

32ㄱ 사 52:8; 3니 16:18~20.
안내살펴보다, 파수꾼.

34ㄱ 사 52:9.
36ㄱ 사 52:1~3; 

교성 113:7~10. 
안내시온.

40ㄱ 막 13:10; 

니전 13:37.
ㄴ 사 52:7; 나 1:15; 

모사 15:13~18; 
교성 128:19.

41ㄱ 사 52:11~15.
ㄴ 안내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나갈지어다. 주의 기구를 메는 너희
여, ㄷ깨끗할지어다.

42 이는 주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
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의 후
위가 되실 것이므로, 너희가 황급히
ㄱ나가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할것임이라.

43 보라, 내종이지혜롭게행하리
니, 그가 높임을 받고 칭송을 받으며
지극히존귀하게되리라.

44 많은 자들이 너를 보고 놀랐음
같이－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많이 상하였고, 그의 모양이 사람의
아들들보다더상하였도다－

45 그와 같이 그가 많은 나라에
ㄱ뿌릴 것이며, 열왕은 그로 인하여
자기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
직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듣지못했던것을깨달을것임이라.

46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일이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정녕 이르리라. 그
때 아버지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신
이 성약이 이루어질 것이요, 그때
ㄱ예루살렘에 다시 내 백성이 거하게
되리니, 그 곳이 그들의 기업의 땅이
되리로다.

제 21 장

몰몬경이 나아올 때 이스라엘이 모
이게 될 것임－이방인들이 미 대륙
에 세워져 자유로운 백성이 될 것

임－그들이 만일 믿고 순종하면 구
원을 얻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끊어져 멸망당할 것임－이스라엘이
새 예루살렘을 세울 것이며 잃어버
린 지파들이 되돌아올 것임. 주후 34
년경.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
와, 내가너희에게한가지표적을주
어, 이러한 일들이 바야흐로 일어나
려 할 ㄱ때를 너희로 알게 하노니－곧
내가그들의오랜분산에서내백성을
모아들여, 오 이스라엘의 집이여, 그
들가운데내시온을다시세울때라.

2 또 보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표적으로주는것이니라－진실로내
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지금 너
희에게 선포하고 있고, 또 이후로 나
스스로, 또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
실 성신의 권능으로 내가 너희에게
선포할이러한일들이이방인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야곱 집의 한 남은
자인이백성에관하여, 또그들에의
하여 흩어지게 될 나의 이 백성에 관
하여알게될때에,

3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ㄱ이러한 일들이 아버지께
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알려지고, 아
버지께로말미암아그들에게서너희
에게로나아올때에,

4 이는 그들이 이 땅에 세워져 아
버지의 권능으로 ㄱ자유로운 백성이
되어, 이러한 일들이 그들에게서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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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자손의 남은 자들에게로 나아와,
이스라엘의 집이여, 아버지께서 그
의 백성과 맺으신 바 곧 그의 ㄴ성약
이 이루어지게 함은 아버지 안에 있
는지혜임이라.

5 그러므로이러한일들과이후에
너희 중에 이루어질 일들이 ㄱ이방인
들에게서, 죄악으로 인하여 믿지 않
음에 빠져들 너희 ㄴ자손에게로 나아
올때에,

6 이는 아버지께서 이같이 하사
그 일이 ㄱ이방인들에게서 나아오는
것이 마땅함이요, 이리하여 아버지
께서 이방인들에게 그의 권능을 보
이고자 하심은 이 까닭이니, 곧 이방
인들로 하여금 만일 저들이 그 마음
을 완악하게 아니할 것 같으면, 저들
로 하여금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나의 교리의
참된 요점을 알게 하여, 이스라엘의
집이여, 저들로 내 백성 가운데 ㄴ헤
아림을받게하려하심이니라.

7 그리고이러한일들이이루어져
네 ㄱ자손이이러한일들을알기시작
할 때에－그것이 저들에게 표적이
되리니,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의 집
에 속한 백성들에게 세우신 성약을
이루시기 위한 아버지의 일이 이미
시작되었음을저들이알리로다.

8 또 그 날이 이르면, 열왕이 입을

봉하게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들에
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듣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될 것임이
니라.

9 이는 그 날에, 나로 인하여 아버
지께서 한 일을 행하실 것임이니, 그
일이그들중에서크고 ㄱ기이한일일
터이므로, 사람이 이를 그들에게 선
포할지라도, 그들 중에 이를 믿지 아
니할자들이있으리라.

10 그러나 보라, 내 종의 생명은
나의 손 안에 있으리니, 그러므로 비
록그들로인하여그가 ㄱ상함을입을
지라도, 그들이 그를 해하지 못할 것
이라. 또 내가 그를 낫게 하리니, 이
는 ㄴ나의지혜가악마의간계보다큼
을내가그들에게보일것임이라.

11 그러므로 이렇게 되리니 누구
든지 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 곧
아버지께서 ㄱ그로 하여금 이방인들
에게 가져다 주게 하시며 그에게 능
력을 주사 이방인들에게 가져다 주
게 하실 나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
는, (모세가말한대로이루어지리라)
그들은 성약의 백성인 내 백성 가운
데서ㄴ끊어질것이라.

12 또야곱의남은자인나의백성
은 이방인들 중에 있으리니, 참으로
그들 가운데 있음이 수풀의 짐승들
중의 ㄱ사자 같고, 양 떼 중의 젊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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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ㄱ 3니 26:8.
ㄴ 니후 30:4~5; 몰 5:15;

교성 3:18~19.
6ㄱ 니전 10:14; 야곱 5:54;

3니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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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ㄴ밟고 찢
으리니능히건질자가없으리라.

13 그들의 손이 그들의 대적들 위
에 들리리니, 그들의 모든 원수가 끊
어지리라.

14 참으로 ㄱ회개하지 아니할진대
이방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그
날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군마를 너희 중에서 끊을
것이며너희병거들을부술것이요,

15 또내가네땅의성읍들을끊어
버리며, 너의 모든 요새를 헐어내릴
것이요,

16 또내가마술을너의땅에서끊
어 버리리니, 네게 점쟁이가 다시는
없게될것이요,

17 너의 ㄱ새긴 우상과 너의 주상
을 내가 너의 가운데서 끊어 버리리
니, 네가다시는네손으로만든것을
경배하지아니할것이요,

18 또내가너의숲을너의가운데
서뽑아버리고, 그와같이너의성읍
들을멸할것임이니라.

19 또 모든 ㄱ거짓말과 속임과 시
기함과 다툼과 사제술과 음행이 없
어지게되리라.

20 이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느
니라, 그 날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로 오지 아니하
는 자는, 이스라엘의 집이여, 그들을
내가 내 백성 중에서 끊어 버릴 것임

이라.
21 또내가, 참으로이방인에게함

같이, 그들에게 보복과 분노로 갚으
리니, 그같은것을그들이듣지못하
던것일것이라.

22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내 말
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마음을 완악하
게 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그들 중에
내 교회를 ㄱ세울 것이요, 그들은 성
약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이 땅을 그
들의 기업으로 준 이 야곱의 남은 자
들가운데서ㄴ헤아림을받으리라.

23 또 그들은 내 백성, 곧 야곱의
남은 자들과 또한 이스라엘 집에 속
한 자로서 오게 될 모든 자를 도와,
그들로 ㄱ새 예루살렘이라 일컬어질
한성을세우게할것이라.

24 또그때그들은나의백성을도
와 온 지면에 흩어진 그들을 모여들
게 하리니, 곧 새 예루살렘으로 모여
들게할것이라.

25 또 그때 하늘의 ㄱ권능이 그들
중에 내려올 것이요, ㄴ나도 또한 그
가운데있을것이라.

26 또그때아버지의일이그날에
시작되리니, 곧이백성의남은자가
운데서 이 복음이 전파될 때라. 진실
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날에
아버지의 일이, 흩어진 나의 모든 백
성 가운데서, 참으로 아버지께서 예
루살렘에서 인도해 내셨던 ㄱ잃어버

574제3니파이 21:13~26

12ㄴ 3니 16:13~15.
14ㄱ 니후 10:18; 33:9.
17ㄱ 출 20:3~4; 

모사 13:12~13; 
교성 1:16. 
안내우상 숭배.

19ㄱ 3니 30:2.
22ㄱ 안내경륜의 시대.

ㄴ 니후 10:18~19; 
3니 16:13.

23ㄱ 3니 20:22; 
이더 13:1~12. 

안내새 예루살렘.
25ㄱ 니전 13:37.

ㄴ 사 2:2~4; 3니 24:1.
26ㄱ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열 지파.



575 제3니파이 21:27~22:8

린지파들가운데서ㄴ시작되리라.
27 참으로 아버지와 함께 그 일이

ㄱ흩어진나의모든백성가운데서시
작되어, 그들이내게로올수있는길
을 예비하사, 그들로 하여금 내 이름
으로아버지를부르게하시리라.

28 참으로 또한 그때 아버지와 함
께그일이시작되어, 모든나라가운
데서그의백성이그들의기업의땅으
로돌아가ㄱ모일길을예비하시리라.

29 이에 그들이 모든 나라에서 나
아가려니와, 그들이 ㄱ황급히 나가지
아니하며도망하여행하지아니하리
니, 이는내가그들의앞에행하며내
가 그들의 후위가 될 것임이니라. 아
버지께서말씀하시느니라.

제 22 장

마지막 날에는 시온과 그 말뚝이 굳
게 세워지고, 이스라엘은 자비하심
과 인자하심으로 모음을 입을 것
임－그들은승리할것임－이사야54
장과비교하라. 주후34년경.

또 그때에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리
라. 잉태하지 못하여 생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
한 너는 ㄱ노래를 발하며, 크게 외칠
지어다. 황무한 자의 자식이 결혼한
여인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주께
서말씀하시느니라.

2 네 장막의 터를 넓히며, 그들로
네처소의휘장을널리펴게하되, 아
끼지 말고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ㄱ말뚝을견고히할지어다.

3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질 것이며,
네자손은 ㄱ열방을기업으로얻고황
폐한 성읍들로 사람 사는 곳이 되게
할것임이니라.

4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
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너는 놀라지
말라. 네가 ㄱ부끄러움에놓이지아니
할것임이니라. 이는네가네청년때
의수치를잊겠고, 네청년때의치욕
을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며, 네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
할것임이니라.

5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
라, 그 이름은 만군의 주이시며, 네
구속주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
라－온 땅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
으실것임이니라.

6 이는 네가 버려졌을 때 주께서
너를 부르시기를, 마치 버림받아 마
음이비통하게된여인, 곧청년때의
아내를 부르심같이 하셨음이니라.
네하나님께서말씀하시느니라.

7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자
비로너를모을것이라.

8 내가 작은 진노로 잠깐 내 얼굴
을 네게서 가리웠으나, 영원한 친절
로 너를 ㄱ긍휼히 여기리라. 주 네 구
속주의말이니라.

26ㄴ 니전 14:17; 
3니 21:6~7.

27ㄱ 3니 16:4~5.
28ㄱ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집합.
29ㄱ 사 52:12; 

3니 20:42.
22 1ㄱ 안내노래하다.

2ㄱ 안내스테이크.
3ㄱ 안내이방인.
4ㄱ 니후 6:7, 13.
8ㄱ 안내자비로운, 자비.



9 ㄱ이는 내게 노아의 ㄴ홍수와 같
으니, 이는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
로 땅에 범람하지 않게 하리라 맹세
한 것같이, 내가 다시는 네게 노하지
않기로맹세하였음이니라.

10 ㄱ산들은 떠나고 작은 산들은
옮기울지라도, 나의 친절함은 네게
서 ㄴ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성약은 옮기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주께서 말씀하시느
니라.

11 너 고난을 받고 광풍에 요동하
고도 위로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화려한채색으로네 ㄱ돌을놓으
며, 청옥으로네기초를놓으리라.

12 또홍보석으로네창문을지으
며, 석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모든 변경을 보석으로 꾸밀 것이
니라.

13 그리고 ㄱ네 모든 자녀는 주의
가르침을 받을 것인즉, 네 자녀의 평
안이심히클것이니라.

14 너는 ㄱ의로설것이라. 너는학
대로부터 멀어지리니, 이는 네가 두
려워 아니할 것임이며, 공포로부터
도 네가 멀어지리니 이는 그것이 네
게가까이오지못할것임이라.

15 보라, 그들이 정녕 함께 모여
너를 대적할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서 너
를 대적하는 자는 너로 인하여 패망
하리로다.

16 보라, 불 가운데 숯불을 불어
자기가 쓸 만한 기구를 만들어 내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는
진멸자도내가지었느니라.

17 무릇 너를 치려고 만들어진
무기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요, 무릇
재판 때에 너를 대하여 욕하는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주의
종들의 기업이요, 그들의 의는 내게
서 말미암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시
느니라.

제 23 장

예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승인하
심－예수께서 백성들에게 선지자들
의 글을 상고할 것을 명하심－부활
에 관한 레이맨인 사무엘의 말이 그
들의기록에더하여짐. 주후34년경.

또이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너희는마땅히이일을 ㄱ상고하여
야 하느니라. 참으로 한 가지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이 일
을부지런히상고하라. 이는 ㄴ이사야
의말이위대함이라.

2 이는 정녕 그가 이스라엘 집에
속한 내 백성에 관한 모든 일에 대하
여 말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불가불 이방인에게도 말하여야 할
필요가있느니라.

3 또 그가 말한 모든 것이 그가 한

576제3니파이 22:9~23:3

9ㄱ 사 54:9.
ㄴ 안내홍수, 노아 시대의.

10ㄱ 사 40:4.
ㄴ 시 94:14; 

교성 35:25.
11ㄱ 계 21:18~21.
13ㄱ 렘 31:33~34.
14ㄱ 안내의로운, 의로움.

23 1ㄱ 안내경전.
ㄴ 니후 25:1~5; 

몰 8:23. 
안내이사야.



577 제3니파이 23:4~24:1

말대로 이루어졌고 또 ㄱ이루어지리
로다.

4 그러므로 내 말에 주의를 기울
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들을 기
록하라. 아버지의 때와 뜻을 좇아 그
것이이방인들에게나아가리라.

5 또누구든지내말에귀를기울여
회개하고침례를받는자는구원을얻
으리라. ㄱ선지자들을 상고하라. 이러
한것을증거하는이가많음이니라.

6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다
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들이 받
은 모든 경전을 그들에게 설명하신
후, 그들에게이르시되, 볼지어다, 너
희가 갖고 있지 아니한 다른 경전을
너희가 기록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시더라.

7 또이렇게되었나니예수께서니
파이에게이르시되, 너희가기록하여
온그기록을가져오라하시더라.

8 이에 니파이가 기록을 가져와
그의 앞에 놓으매, 예수께서 눈길을
던져그것을보시고이르시되,

9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내가 나의 종 레이맨인 ㄱ사무엘
에게 명하여, 아버지께서 나로 말미
암아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날에 ㄴ많은 ㄷ성도들이 있어 죽은 자
가운데서 ㄹ일어나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 보이며 그들에게 성역을 베
풀 것을 이 백성에게 증거하게 하였
느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지아니하였느냐하시더라.
10 이에 제자들이 예수께 대답하

여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의
말씀대로 사무엘은 예언하였고, 그
가예언한것은다이루어졌나이다.

11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
시되, 너희가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성
역을 베푼 이 일을 기록하지 아니하
였음은어찜이냐하시더라.

1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가 이 일이 기록되지 아니한 것을 기
억하더라.

1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
서 명하사 이를 기록하게 하시매, 그
러므로 그가 명하신 대로 이 일이 기
록되었느니라.

14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그들이 기록한 모든 경전
을하나로 ㄱ설명하시고나서, 그들에
게 분부하사 그가 그들에게 설명하
신것을가르치게하시더라.

제 24 장

주의 사자가 재림을 위한 길을 예비
할 것임－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려
좌정하실 것임－이스라엘은 십일조
와 헌물을 바치라는 명을 받음－기
억의 책이 기록됨－말라기 3장과 비
교하라. 주후34년경.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그들

3ㄱ 3니 20:11~12.
5ㄱ 눅 24:25~27.
9ㄱ 힐 13:2.

ㄴ 힐 14:25.
ㄷ 안내성도.
ㄹ 마 27:52~53. 

안내부활.
14ㄱ 눅 24:44~46.



에게 명하사 그들로 하여금 예수께
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바, 곧 아버지
께서 말라기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
하게 하시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 말씀이 기록된 후에 예수께서 그
를그들에게설명하셨으니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신 말씀이 이러하니
라. 이르시되, 이같이 아버지께서 말
라기에게 말씀하셨느니라－보라, 내
가 내 ㄱ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
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너희가 구
하는 바 주가 홀연히 그의 성전에 오
리니 곧 너희의 기뻐하는 바 성약의
사자라, 보라, 저가 오리라, 만군의
주가이르노라.

2 그러나 그의 오는 날을 누가 능
히 ㄱ당하며그가나타나는때에누가
능히 서리요? 이는 그가 ㄴ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
과같음이라.

3 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
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의 ㄱ아
들들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연단하여, 그들로 의로운 가운데 헌
물을주께ㄴ바치게하리라.

4 그때에유다와예루살렘의헌물
이 옛날과 이전 시대와 같이 주께 기
쁨이되리라.

5 또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이르
러 심판할 것인즉, 내가 마술하는 자
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

세하는 자에게와, 품군을 그 삯으로
압제하며 과부와 ㄱ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억울하게하며나를경외하
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주가이르노라.

6 대저 나는 주라, 나는 변하지 아
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자
손들은소멸되지아니하느니라.

7 실로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
희가나의율례를 ㄱ떠나지키지아니
하였도다. 내게로 ㄴ돌아오라 그리하
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
군의 주가 이르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리요하도다.

8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
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
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
이까 하도다. 이는 곧 ㄱ십일조와 ㄴ헌
물이라.

9 너희 곧 이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한 저주
로저주를받았느니라.

10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너희는
모든 ㄱ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이
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을
너희에게열고, 너희에게 ㄴ복을받을
곳이없도록붓지아니하나보라.

11 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삼키는

578제3니파이 24:2~11

24 1ㄱ 교성 45:9.
2ㄱ 3니 25:1.
ㄴ 슥 13:9; 교성 128:24.

안내지구－지구가
깨끗하게 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3ㄱ 신 10:8; 
교성 84:31~34.

ㄴ 교성 13:1.
5ㄱ 약 1:27.
7ㄱ 안내배도.
ㄴ 힐 13:11; 3니 10:6;

모로 9:22.
8ㄱ 안내십일조, 십일조를냄.
ㄴ 안내헌물.

10ㄱ 교성 64:23; 119:1~7.
ㄴ 안내축복하다, 축복

받은, 축복.



579 제3니파이 24:12~25:4

자를 꾸짖으리니, 그가 너희 토지 소
산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밭에 있
는 너희의 포도나무도 기한 전에 그
실과를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만
군의주가이르노라.

12 또너희가아름다운땅이될것
이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
라, 만군의주가이르노라.

13 주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
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 하였나이
까하는도다.

14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
을섬기는것이헛되니, 만군의주앞
에서 우리가 그의 율례를 지킨 것과
우리가 슬프게 행한 것이 무엇이 유
익한고?

15 또한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참으로 간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참으로 하나님을 시
험하는 자가 건짐을 입는다 하노라
함이니라.

16 그때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자주서로 ㄱ말하매, 주께서귀를기울
여 들으셨고, 주를 경외하며 그 이름
을존중히생각하는자를위하여주앞
에서기억의ㄴ책이기록되었느니라.

17 이에만군의주가이르노라, 내
가 나의 보석을 ㄱ모으는 그 날에, 그
들은 나의 것이 되리니, 사람이 자기
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

들을아끼리라.
18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

과악인을 ㄱ분별하며, 하나님을섬기
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
하리라.

제 25 장

재림 시에 교만한 자와 간악한 자들
은 그루터기와 같이 탈 것임－저 크
고 두려운 날 이전에 엘리야가 돌아
올것임－말라기4장과비교하라. 주
후34년경.

이는보라, 가마솥같이 ㄱ타는날이이
를것임이니, 모든ㄴ교만한자와, 또한
모든간악히행하는자들이다그루터
기가 될 것이라, 만군의 주가 이르노
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뿌리
와가지를남기지아니할것이라.

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는 의의 ㄱ아들이 그 날개에 치료함
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
가서 외양간의 ㄴ송아지같이 ㄷ자라
날것이라.

3 또너희가악인을 ㄱ밟으리니, 이
는 내가 이를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
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임이라,
만군의주가이르노라.

4 너희는 내가 ㄱ호렙에서 온 이스
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16ㄱ 모로 6:5.
ㄴ 교성 85:9; 모세 6:5.

안내기억의 책.
17ㄱ 교성 101:3.
18ㄱ 안내분별의 은사.
25 1ㄱ 사 24:6; 니전 22:15;

3니 24:2; 교성 29:9;
64:23~24; 133:64; 
조역 1:37. 안내지구－
지구가 깨끗하게 됨.

ㄴ 니후 20:33. 안내교만.
2ㄱ 이더 9:22.

ㄴ 암 6:4; 니전 22:24.
ㄷ 교성 45:58.

3ㄱ 3니 21:12.
4ㄱ 출 3:1~6.



바, 곧 모세의 율법을 율례와 법도와
함께기억하라.

5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ㄱ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ㄴ엘리야를
너희에게보내리라.

6 이에그가아버지의마음을자녀
에게로 ㄱ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
을그들의아버지에게로돌이키게하
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와서저주로땅을칠까하노라.

제 26 장

예수께서 태초로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일을 설명하심－글로 쓸 수 없
는 기이한 일들을 아기와 어린아이
들이 말함－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 사이에 모든 것
을공유함. 주후34년경.

그리고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
께서 이러한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를 무리에게 설명하시되, 크고 작
은 모든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셨느
니라.

2 또 이르시되, 너희가 갖지 아니
하였던 ㄱ이 경전을 아버지께서 너희
에게 주라고 내게 명하셨나니, 이는
장래 세대에게 이를 주는 것이 아버

지 안에 있는 지혜였음이니라 하시
니라.

3 또태초로부터예수께서자기의
ㄱ영광중에오실때까지의모든일－
곧 실로 ㄴ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
고, 땅이 두루마리처럼 ㄷ말리우며,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참으로 땅 위
에임할모든일을설명하셨으니,

4 곧 모든 백성과 모든 족속과 모
든나라와방언들이하나님앞에 ㄱ서
서, 그 행위가 선하든지 또는 악하든
지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심판받게
될ㄴ큰마지막날까지라－

5 만일 그 행위가 의로우면 영생
의 ㄱ부활로, 만일 그 행위가 악하면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니, 세상이 시
작되기 ㄴ전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안
에 있는 자비와, ㄷ공의와, 거룩함을
좇아, 하나는이편에다른하나는저
편에있어서로대응하느니라.

6 이제예수께서진실로백성들에
게 가르치신 것을 ㄱ백분의 일도 이
책에기록할수없으나,

7 보라그가백성들에게가르치신
것의 대부분이 니파이의 ㄱ판에 실려
있도다.

8 이에예수께서백성들에게가르
치신 것의 적은 부분인 이것을 내가
기록하였노니, 내가 이를 기록하였

580제3니파이 25:5~26:8

5ㄱ 안내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ㄴ 왕하 2:1~2; 교성 2:1;
110:13~16; 128:17~18.
안내엘리야; 구원, 죽은
자를 위한; 인봉하다,
인봉.

6ㄱ 교성 2:2.
26 2ㄱ 말 3장과 4장이 3니

24장과 25장에 인용됨.
3ㄱ 안내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ㄴ 암 9:13; 벧후 3:10, 12;

몰 9:2. 안내지구－
지구가 깨끗하게 됨;
세상－세상의 끝.

ㄷ 몰 5:23.
4ㄱ 모사 16:10~11. 

안내심판, 마지막.
ㄴ 힐 12:25; 3니 28:31.

5ㄱ 단 12:2; 요 5:29.
ㄴ 이더 3:14. 안내예수

그리스도－그리스도의
필멸 이전의 존재.

ㄷ 안내공의.
6ㄱ 요 21:25; 3니 5:8.
7ㄱ 안내판.



581 제3니파이 26:9~18

음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러
한 것이 ㄱ이방인들에게서 이 백성에
게로다시전해지게하려함이라.

9 또 그들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
하여 그들이 먼저 받을 필요가 있는
이것을 받고 나서, 그들이 이러한 것
을믿을진대 ㄱ더큰것들을그들에게
나타내실것이로다.

10 그들이 이러한 것을 믿지 아니
할진대, 더 큰 것들을 그들에게 ㄱ나
타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정죄
받게되리라.

11 보라, 내가니파이의판에새겨
진 것을 모두 기록하려 하였으나, 주
께서 금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의 신앙을 ㄱ시험하리로다 하신
지라.

12 그러므로 나 몰몬은 주께서 내
게 명하신 것들을 기록하노니, 이제
나 몰몬은 나의 말을 마치고 내게 명
하신것을계속하여기록하노라.

13 그러므로 나는 주께서 진실로
삼 일 동안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그
후에 자주 그들에게 자기를 ㄱ보이시
고, 자주 ㄴ떡을 떼어, 축복하시고, 그
들에게 주셨음을 너희가 알기 바라
노라.

14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앞서 말한
무리의 ㄱ자녀들에게 예수께서 가르
치시며 성역을 베푸시고, 그들의 혀
를 ㄴ풀어 주시매, 그들이 그 아버지

들에게 크고 기이한 일들을 말하니,
참으로예수께서백성들에게나타내
신 것보다 더욱 큰 일들이라. 예수께
서 그들의 혀를 풀어 그들로 말할 수
있게하셨더라.

15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두 번째
로 그들에게 자기를 보이시고, 그들
의 병든 자와, 그들의 저는 자를 다
ㄱ고치시며, 그들의 맹인의 눈을 뜨
게 하시며 못 듣는 자의 귀를 듣게
하시며, 온갖 치료를 그들 중에 행하
시며, 한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며, 그들에게 자기의 권능
을 보이시고 나서 아버지께로 올라
가신후에－

16 보라, 이렇게되었나니다음날
무리가 함께 모여, 이 어린아이들을
보고 들었으며, 참으로 ㄱ유아들까지
그 입을 열어 기이한 일을 말하였으
되, 아무도그말한것을기록하지못
하도록금하셨더라.

17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택하신 ㄱ제자들이 그때로부터 시작
하여 무릇 그들에게로 나아오는 자
들에게다 ㄴ침례를베풀며가르치니,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들
은모두성신으로충만하게되니라.

18 또 그들 중 많은 자가 이루 말
할수없는것들을보고들었으나, 그
러한 것들을 기록함이 ㄱ합당하지 아

8ㄱ 3니 21:5~6.
9ㄱ 이더 4:4~10.

10ㄱ 앨 12:9~11.
11ㄱ 이더 12:6.
13ㄱ 요 21:14.

ㄴ 3니 20:3~9. 

안내성찬.
14ㄱ 3니 17:11~12.

ㄴ 앨 32:23; 
3니 26:16.

15ㄱ 3니 17:9. 
안내병 고치다, 

병 고침; 기적.
16ㄱ 마 11:25.
17ㄱ 3니 19:4~13.

ㄴ 4니 1:1.
18ㄱ 3니 26:11.



니하도다.
19 또그들은서로가르치며, 성역

을 베풀었고, 또 그들 중에 ㄱ모든 것
을 ㄴ공유하며, 각 사람이 서로 의롭
게대하였더라.

20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은 예
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범사
를행하였더라.

21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를 받은 자들은 ㄱ그리스도의 교회라
일컬어졌더라.

제 27 장

예수께서 교회를 그의 이름으로 칭
하라고그들에게명하심－그의사명
과 속죄의 희생이 그의 복음을 이
룸－사람은성신에의하여성결하게
될 수 있도록 회개하고 침례 받으라
는 명을 받음－그들은 예수와 같이
되어야함. 주후34~35년경.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의 제자들
이 여행하며 그 보고 들은 것을 전파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
고 있었을 때, 이렇게 되었나니 제자
들이함께모여 ㄱ합심하여간절히기
도하며ㄴ금식하였더라.

2 이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자기를 ㄱ보이시니, 이는그들이그의
이름으로아버지께기도하고있었음

이라. 이에 예수께서 오사 그들 가운
데 서셔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에게무엇을주기를원하느냐?

3 이에 그들이 예수께 아뢰기를,
주여, 우리가 이 교회를 일컬을 이름
을 우리에게 일러 주시기를 원하옵
나이다. 이는 이 문제에 관하여서 백
성중에논쟁이있음이니이다.

4 이에 주께서 그들에게 이르시
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
르노니,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하여 불
평하며논쟁함은어찜이냐?

5 너희가그리스도의 ㄱ이름, 곧나
의 이름을 받들어야 한다 말하는 경
전을 그들이 읽지 아니하였느냐? 이
는 마지막 날에 너희가 이 이름으로
일컬음을받을것임이요,

6 또 누구든지 내 이름을 받들고
끝까지 ㄱ견디는 자, 그는 마지막 날
에구원을받을것임이니라.

7 그러므로너희는무엇을행하든
지 내 이름으로 행할지니, 그러므로
너희는 교회를 내 이름으로 칭할지
며, 또 내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를지
니라. 그리하면 그가 나로 인하여 교
회에복을주시리라.

8 내이름으로일컫지아니할진대
어찌 ㄱ나의 ㄴ교회이겠느냐? 만일 어
떠한 교회가 모세의 이름으로 일컬
어질진대 그것은 모세의 교회일 것
이요, 만일 교회가 어떠한 자의 이름

582제3니파이 26:19~27:8

19ㄱ 4니 1:3.
ㄴ 안내헌납하다, 

헌납의 법.
21ㄱ 모사 18:17. 안내예수

그리스도 교회.
27 1ㄱ 교성 29:6.

ㄴ 앨 6:6. 안내금식하다,
금식.

2ㄱ 3니 26:13. 안내예수
그리스도－그리스도의
필멸 이후의 나타남 .

5ㄱ 안내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짊어짐.

6ㄱ 3니 15:9.
8ㄱ 교성 115:4.
ㄴ 안내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583 제3니파이 27:9~19

으로 일컬어질진대 그것은 어떠한
자의 교회일 것이라. 그러나 만일 교
회가 내 이름으로 일컬어질진대 그
것은내교회니, 만일그들이내복음
위에세워졌으면그러하리로다.

9 진실로내가너희에게이르노니,
너희는 내 복음 위에 세워졌은즉, 그
러므로무엇이든지너희가일컫는것
을 내 이름으로 일컬을지니라. 그러
므로 만일 너희가 교회를 위하여 아
버지를부르면내이름으로그리할진
대아버지께서너희를들으시리라.

10 또만일교회가나의복음위에
세워졌으면아버지께서거기에자기
의일을보이실것이리라.

11 그러나만일나의복음위에세
워지지 아니하고, 사람의 역사나, 악
마의 역사 위에 세워졌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잠
시 자기의 일에 기쁨을 누리나, 차차
마지막이이르매, ㄱ찍혀불에던져지
나니, 그 곳에서는 다시 돌아옴이 없
느니라.

12 이는그들의행위가그들을ㄱ따
름이니, 이는 그들이 찍히는 것이 자
기의행위로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내가너희에게이른바를기억하라.

13 보라 내가 내 ㄱ복음을 너희에
게 주었노니,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음이니라－곧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므로 내 아버지의 ㄴ뜻을

행하려고내가세상에왔느니라.
14 또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나를십자가위에 ㄱ들리게하심
이요, 또내가십자가위에들린후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ㄴ이끌어, 내가
사람들에게 들렸던 것같이 사람들이
아버지께들림을받아, 내앞에서서,
그 행위가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 행
위에대하여 ㄷ심판을받게하려하심
이라－

15 이로 인하여 내가 ㄱ들리웠으
니, 그러므로 아버지의 권능을 좇아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그
들의행위에따라심판받게하리라.

16 또 이렇게 되리니 곧 누구든지
ㄱ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ㄴ침례를 받
는자는충만하게될것이요, 만일그
가 끝까지 ㄷ견디면, 보라, 내가 세상
을심판하러설그날에내가내아버
지앞에서그를죄없다할것이라.

17 그리고 끝까지 견디지 아니하
는자, 그는또한찍혀불에던져지는
자니, 아버지의 ㄱ공의로인하여그들
이 그 곳에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느
니라.

18 또 이는 그가 사람의 자녀들에
게 주신 말씀이라. 이로 인하여 그는
주신 말씀을 이루시나니, 거짓말하
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느니라.

19 또 ㄱ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그

11ㄱ 앨 5:52.
12ㄱ 계 14:13; 교성 59:2.
13ㄱ 교성 76:40~42. 

안내복음.
ㄴ 요 6:38~39.

14ㄱ 니전 11:32~33; 

모세 7:55.
ㄴ 요 6:44; 니후 9:5; 

교성 27:18.
ㄷ 안내예수 그리스도－

심판자.
15ㄱ 안내속죄하다, 속죄.

16ㄱ 안내회개하다, 회개.
ㄴ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
ㄷ 니전 13:37. 

안내견디다.
17ㄱ 안내공의.
19ㄱ 앨 11:37.



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 그러므
로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함과끝까지충실함으로인하여
나의 피로 그 옷을 ㄴ빤 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그의 ㄷ안식에 들어가지 못
하느니라.

20 이제그계명은이것이라, 너희
땅의 모든 끝이여, ㄱ회개하고, 내게
로 와서 내 이름으로 ㄴ침례를 받으
라. 그리하여 성신을 받음으로 말미
암아 ㄷ성결하게 되어, 마지막 날에
내앞에ㄹ흠없이서도록하라.

21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나의 복음이니라.
또 너희는 나의 교회 안에서 너희가
행하여야 할 일을 알고 있나니, 이는
너희가본바, 나의하는일그것을너
희도 하여야 할 것임이니라. 이는 너
희가본바나의행하는것, 곧그것을
너희가행하여야할것임이니라.

22 그러므로 너희가 이를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너희가들리울것임이라.

23 ㄱ금한 것 외에 너희가 보고 들
은것을기록하라.

24 지금까지 있어온 일에 대해 기
록되어온것같이, 장차있을이백성
의일을기록하라.

25 이는 보라, 이제까지 기록되어
왔고 또 앞으로 기록될 책들로부터

이 백성이 ㄱ심판을 받을 것임이니,
그 책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ㄴ행위가
사람들에게알려지겠음이라.

26 또보라, 만사가아버지께로말
미암아 ㄱ기록되나니, 그러므로 기록
될 책으로부터 세상이 심판을 받으
리라.

27 또 내가 너희에게 줄 공의로운
심판을좇아 ㄱ너희가이백성을심판
하는자가될줄을너희는알라. 그런
즉너희가 ㄴ어떠한사람이되어야마
땅하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ㄷ나와같은자라야하느니라.

28 또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ㄱ가거니와, 진실로내가너희에게이
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
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너희에
게주시리라.

29 그러므로 ㄱ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
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는 구하는 이
가 받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임
이니라.

30 또 이제, 보라, 너희와 또한 이
세대로 인하여 나의 기쁨이 크니, 곧
충만하기까지라, 이뿐아니라너희와
이세대로인하여참으로아버지께서
도 기뻐하시며, 또한 모든 거룩한 천
사들도 그리하나니, 이는 그들 가운
데ㄱ하나도잃지아니하였음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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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보라, 나는너희가깨닫기바라
노니, 이는내가 ㄱ이세대가운데 ㄴ지
금 살아 있는 그들을 뜻함이라. 그들
가운데 아무도 잃지 아니하였으니
그들로 말미암아 내 ㄷ기쁨이 충만하
도다.

32 그러나 보라, 이 세대로부터
ㄱ넷째 세대로 인하여 내가 슬퍼하노
니, 이는 그들이 멸망의 아들같이 그
에게 사로잡혀 이끌려 감이라. 이는
그들이 은과 금 및 ㄴ좀이 해하며 도
적이 뚫고 들어와 도적질해 갈 것을
받고나를팔것임이니, 그날에내가
그들에게 보응하여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머리위에돌리리라.

33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의 제자들에
게 이르시되, ㄱ좁은 문으로 들어가
라. 생명으로인도하는문은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이를 발견하는 이가
적되,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길이넓어, 그리로행하는자가많
아, 아무도일할수없는밤이오기까
지그리로행함이니라하셨느니라.

제 28 장

열둘 중 아홉은 그들이 죽을 때 그리
스도의나라에서유업을받기원하여
이를 약속받음－세 니파이인은 예수
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땅에 머물 수
있도록죽음을이길권능을갖기원하

여이를받음－그들은변형되어말하
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것들을 봄. 또
지금그들은사람들사이에서성역을
베풀고있음. 주후34~35년경.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의 제자들에
게 한 명씩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이
르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간 후에 너
희가내게원하는것이무엇이냐?

2 이에 그들이 셋을 제외하고는
모두 말씀드려 이르되, 우리가 사람
의 수명에 이르도록 산 후에는, 주께
서 우리를 부르신 바, 우리의 봉사의
직무가 끝나고, 우리가 속히 주께로
주의 나라에 가기를 원하나이다 하
였던지라.

3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게 이 일을 원하였으매 너희에게 복
이 있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칠십이
세가 된 후에는 내게로 내 나라에 와
서, 나와 함께 ㄱ안식을 누리리로다
하시더라.

4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세 사람에게로 몸을 돌이키시고 저
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
기를원하느냐하시더라.

5 이에 저들이 그 마음에 근심하
거늘, 이는저들이그원하는바를감
히그에게이야기하지못함이라.

6 이에예수께서저들에게이르시

31ㄱ 3니 28:23.
ㄴ 3니 9:11~13; 10:12.
ㄷ 안내기쁨.

32ㄱ 니후 26:9~10; 

앨 45:10, 12.
ㄴ 마 6:19~21; 

3니 13:19~21.
33ㄱ 마 7:13~14; 

3니 14:13~14; 
교성 22:1~4.

28 3ㄱ 안내안식.



되, 보라, 내가 너희의 생각을 ㄱ아노
니,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에게 들리
기전나의성역때에나와함께하던
내사랑하는 ㄴ요한이내게원하던것
을원하였도다.

7 그러므로 너희에게 더욱 복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결코 ㄱ죽음을
ㄴ맛보지아니하고, 살아서내가하늘
의 ㄷ권능을 가지고 나의 영광 중에
올때, 곧모든일이아버지의뜻대로
이루어지기까지, 사람의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아버지의 모든 일을 보게
될것임이니라.

8 또너희는결코사망의고통을감
내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내
영광 중에 올 때에 너희는 눈 깜박할
사이에ㄱ죽어야하는것에서ㄴ죽지아
니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그 후에 내
아버지의나라에서복되리로다.

9 그리고 또 너희가 육체로 거하
는 동안 세상의 죄로 말미암지 않고
서는 고통이나 슬픔을 겪지 아니하
리니, 이모두를내가행할것은너희
가내게원한일로인함이라. 이는너
희가 세상이 있는 동안 사람의 영혼
을내게로ㄱ데려오기원하였음이라.

10 이로인하여너희가ㄱ충만한기
쁨을얻을것이요, 또너희가내아버
지 나라에 앉으리니, 참으로 아버지
께서 내게 충만한 기쁨을 주신 것같

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너희
는 나와 같이 되겠고, 나는 아버지와
같으니, 아버지와나는ㄴ하나니라.

11 또 ㄱ성신은 아버지와 나를 증
거하시나니, 아버지께서는 나로 인
하여 사람의 자녀들에게 성신을 주
시느니라하시니라.

1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
께서이말씀을하시고나서, 그머물
게 될 셋을 제외하고는 그들 모두를
그의손가락으로건드리시고떠나시
더라.

13 이에보라, 하늘이열리고, 그들
이하늘로ㄱ붙들려올라가서, 이루말
할수없는것들을보고들었느니라.

14 이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ㄱ금하셨고, 그들이 그 보고 들은 것
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도 그들
에게주시지아니하셨더라.

15 또그들이몸안에있었는지몸
밖에 있었는지 그들이 말할 수 없었
으니, 이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마치
그들의 ㄱ변형처럼, 곧하나님의것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이 이 육의 몸에서
죽지 아니하는 상태로 변화된 것으
로보였음이라.

16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
이다시땅위에서성역을베풀되, 하
늘에서 그들에게 주신 계명으로 인
하여 그 보고 들은 것은 베풀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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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더라.
17 또 이제 그들이 그들의 변형의

날로부터, 죽을 몸으로 있는 것인지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있는 것인지
내가알지못하나,

18 주어진 기록에 의하여 이만큼
내가아노니－그들이지면에나아가
서 모든 백성에게 성역을 베풀어, 그
들의 가르침을 믿으려 하는 자들을
모두 교회에 연합하게 하며, 그들에
게 침례를 베풀었으니 침례를 받은
자들은모두성신을받았더라.

19 또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
이 그들을 옥에 던져 넣었으나, 옥이
둘로갈라지매 ㄱ옥이그들을붙들수
없었더라.

20 또그들이땅속에던지웠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을 친
즉, 그의 ㄱ권능으로 깊은 땅에서 건
져 내심을 입은지라, 그러므로 그들
을 붙들어 두기에 족할 만큼 구덩이
를팔수도없었느니라.

21 그리고 세 번 그들이 ㄱ풀무에
던지웠으나 해를 받지 아니하였느
니라.

22 또 두 번 그들이 들짐승의 ㄱ굴
에 던지웠으나, 보라, 그들이 짐승들
과 장난하기를 어린아이가 젖먹는
어린 양과 장난함같이 하고, 아무 해
를받지아니하였느니라.

23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같이 그
들이 모든 니파이 백성 가운데 나아

가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그리스
도의 ㄱ복음을전파하매, 그들이주께
로 돌이켜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
하였고, 그리하여 예수의 말씀대로
ㄴ그세대의백성들이복을받으니라.

24 이제나몰몬은잠시이러한일
에관하여말하기를마치노라.

25 보라, 내가죽음을결코맛보지
아니할 자들의 ㄱ이름을 기록하려 하
였으나, 주께서 금하셨느니라. 그러
므로 내가 이를 기록하지 아니하노
니 이는 그들이 세상에서 감취었음
이라.

26 그러나보라, 나는그들을보았
고그들은내게성역을베풀었도다.

27 또한 보라 그들이 이방인들 가
운데 있으려니와, 이방인들이 그들
을알지못할것이라.

28 그들이 또한 유대인들 가운데
있으려니와, 유대인들이 그들을 알
지못하리로다.

29 또이렇게되리니주께서그지
혜로 합당하게 여기시는 때에, 그들
이 ㄱ흩어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게, 그리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
과 백성에게 성역을 베풀어 그들 중
에서 많은 영혼을 예수께 데려오리
니, 이는 그들의 소망이 성취되게 하
려 함이며, 또한 그들 안에 있는 바,
확신하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은것이라.

30 또 그들은 하나님의 ㄱ천사와

19ㄱ 행 16:26; 앨 14:26~28.
20ㄱ 몰 8:24.
21ㄱ 단 3:22~27; 4니 1:32.
22ㄱ 단 6:16~23; 4니 1:33.

23ㄱ 안내복음.
ㄴ 3니 27:30~31.

25ㄱ 3니 19:4.
29ㄱ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흩어짐;
이스라엘－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열 지파.

30ㄱ 안내천사.



같아서, 만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
지께기도하면누구에게든지그들이
좋게 여기는 사람에게 자기를 보일
수있으리라.

31 그러므로 만백성이 반드시 그
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하는
저 ㄱ큰 날이 이르기 전에, 그들로 말
미암아 크고 기이한 일들이 행하여
지리라.

32 참으로저심판의날이전에, 그
들로 말미암아 ㄱ크고 기이한 일들이
이방인들가운데서행하여지리니,

33 만일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모
든 기이한 일을 진술하는 모든 경전
이 있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말씀
대로 이러한 일들이 기필코 반드시
이룰것임을알리로다.

34 또예수의말씀과또한그가택
하사 ㄱ그들 가운데 보내신 자들에게
귀를 ㄴ기울이지아니할자에게화있
을진저. 이는 누구든지 예수의 말씀
과 그가 보내신 자들의 말을 받아들
이지 아니하는 자는 곧 그를 받아들
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그
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실것임이라.

35 또 그들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
였더라면 그들에게 더 좋았으리니,
너희는 구원을 이르게 하려고 사람
의발아래 ㄱ밟히셨던진노하신하나
님의 공의를 너희가 벗어날 수 있다
고생각하느냐?

36 또 이제 보라, 주께서 택하신

자들, 곧 하늘로 붙들려 올라갔던 세
사람에 관하여 내가 말하기를, 그들
이 죽어야 할 몸에서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정결하게 되었는지 내가 알
지못한다하였으나－

37 보라, 내가기록한이후로주께
여쭈었더니, 주께서 내게 밝히 알려
주시기를 그들의 몸에 변화가 이루
어져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
이죽음을맛볼수밖에없은즉,

38 그러므로 그들이 죽음을 맛보
지않도록그들의몸에 ㄱ변화가이루
어져, 세상의 죄로 말미암지 않고서
는 그들이 고통이나 슬픔을 겪지 않
게되었도다.

39 이제이변화가마지막날에있
을 변화와 같은 것은 아니나, 그들에
게한가지변화가이루어져, 그결과
사탄이 그들에게 권능을 미칠 수 없
게 되어, 그들을 ㄱ유혹할 수 없으며,
또 그들은 육체로 있으면서 ㄴ성결하
게 된지라, ㄷ거룩하며, 땅의 권세가
그들을붙잡지못하리라.

40 그리고 이 상태로 그들이 그리
스도의 심판 날까지 머물러 있다가,
그날에더큰변화를받고, 아버지의
나라에 영접되어 다시는 나가지 아
니하고, 하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과함께거할것이라하셨느니라.

제 29 장

몰몬경의출현은주께서이스라엘을

588제3니파이 28:31~40

31ㄱ 힐 12:25; 3니 26:4~5.
32ㄱ 니후 25:17.
34ㄱ 안내선지자.

ㄴ 이더 4:8~12.
35ㄱ 힐 12:2.
38ㄱ 안내변화된 존재.

39ㄱ 안내유혹하다, 유혹.
ㄴ 안내성결하게 됨.
ㄷ 안내거룩함.



589 제3니파이 29:1~9

모으시며 그의 성약을 이루기 시작
하셨다는 한 가지 표적임－그의 후
일의 계시와 은사를 거부하는 자는
저주받을것임. 주후34~35년경.

그리고이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
르노니 주께서 그 지혜로 합당하게
여기사 이 말씀들이 그의 말씀대로
이방인들에게 ㄱ나아가게될때에, 그
때 너희는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자
손들과 세우신 바, 그들을 그들 기업
의땅으로회복하실것에관한 ㄴ성약
이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줄알지니라.

2 또 너희는 거룩한 선지자들로
하신 주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질 줄
알지니, 너희는 주께서 이스라엘 자
손들에게로 오심을 ㄱ늦추신다고 말
할필요가없음이라.

3 또 하신 말씀이 헛되다고 너희
마음에 생각할 필요가 없으리니, 이
는 보라, 주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속
한 그의 백성에게 세우신 그의 성약
을기억하실것임이라.

4 또 이 말씀들이 너희 가운데에
나아옴을볼때에, 그때너희는더이
상 주의 행하심을 경멸히 여기지 말
지니, 이는 그의 ㄱ공의의 ㄴ칼이 그의
오른손에있어, 보라, 그날에너희가

그의행하심을경멸할진대그것으로
속히 너희에게 닥치게 하실 것임이
니라.

5 주의 행하심을 ㄱ경멸하는 자에
게ㄴ화있도다. 참으로그리스도와그
의일을ㄷ부인할자에게화있도다!

6 참으로 주의 계시를 부인하며,
주께서 더 이상 계시로나 예언으로
나 ㄱ은사로나 방언으로나 병 고침으
로나 성신의 권능으로 일하시지 않
는다고말할자에게ㄴ화있도다!

7 또한그날에 ㄱ이득을얻고자이
르기를, 예수그리스도께서이루시는
ㄴ기적이 있을 수 없다 할 자에게 화
있나니, 이는 이같이 행하는 자는 그
리스도의 말씀대로, 자비를 얻지 못
하는멸망의ㄷ자식처럼될것임이라!

8 참으로 또한 너희는 ㄱ유대인이
나이스라엘집의남은자중어느누
구에게도 다시는 ㄴ비웃거나 ㄷ경멸하
거나 조롱하지 말지니, 이는 보라, 주
께서는그들에게세우신바자기의성
약을기억하심이요, 그맹세하신대로
그들에게행하여주실것임이니라.

9 그러므로너희는주의오른손을
왼쪽으로 돌려, 그로 이스라엘의 집
에 세우신 성약을 이루시기 위한 심
판을 행하시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생
각하지말지니라.

29 1ㄱ 니후 30:3~8.
ㄴ 몰 5:14, 20.

2ㄱ 눅 12:45~48.
4ㄱ 안내공의.
ㄴ 3니 20:20.

5ㄱ 몰 8:17; 
이더 4:8~10.

ㄴ 니후 28:15~16.

ㄷ 마 10:32~33.
6ㄱ 안내성령의 은사.
ㄴ 몰 9:7~11, 15.

7ㄱ 안내사제술.
ㄴ 니후 28:4~6; 

몰 9:15~26.
ㄷ 안내멸망의 아들.

8ㄱ 안내유대인.

ㄴ 니전 19:14.
ㄷ 니후 29:4~5.



니파이인들과레이맨인들이모두주
께로 돌이킴－그들은 모든 것을 공
유하고 기적을 행하며 땅에서 번영
함－이백 년 후에 분열과 악과 거짓
교회와 핍박이 일어남－삼백 년 후
에는니파이인들과레이맨인들이모
두 다 간악함－앰마론이 거룩한 기
록을감춤. 주후35~321년경.

그리고이렇게 되었나니 제삼십
사년이지나가고, 또제삼십오

년도 지나가매, 보라 예수의 제자들
은 주변의 온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
를 세웠고, 그들에게로 와서, 자기의
죄를 진실로 회개하는 자는 모두 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한성신을받았느니라.

2 또이렇게되었나니제삼십육년

제 4 니파이
니파이서

니파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 하나인 니파이의 아들이라.

그의기록에따른니파이백성의기사.

제 30 장

후일의이방인들에게회개하고그리
스도에게로나아와이스라엘의집과
함께 헤아림을 받으라 명하심. 주후
34~35년경.

너희이방인들아, 귀를 기울여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의말씀을들으라. 이말씀은그가내
게 ㄱ명하사나로너희에관하여말하
게하신것이니, 이는보라그가내게
명하사 나로 기록하게 하심이라 이
르시되,

2 너희 모든 ㄱ이방인들아,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그리고 너희
의 악행과 너희의 거짓말과 속임과
또 너희의 음행과 또 너희의 은밀한
가증함과 또 너희의 우상 숭배와 또
너희의 살인과 또 너희의 사제술과
또 너희의 시기함과 또 너희의 다툼
과 또 너희의 모든 악함과 가증함을
ㄴ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너희의 죄 사함을 얻고
성신으로 충만하게 되어, 이스라엘
집에속한내백성과함께 ㄷ헤아림을
받도록하라하셨느니라.

590제3니파이 30:1~제4니파이 1:2

30 1ㄱ 3니 5:12~13.
2ㄱ 안내이방인.
ㄴ 안내회개하다, 회개.
ㄷ 갈 3:27~29; 

니후 10:18~19; 
3니 16:10~13;
21:22~25; 
아브 2:10.



591 제4니파이 1:3~14

에는 니파이인이나 레이맨인이나를
막론하고 온 땅의 백성이 모두 주께
로 돌이켰고, 저들 중에 다툼이나 논
쟁이 없었으며, 사람마다 서로 대하
기를바르게하였더라.

3 또저들은저들가운데 ㄱ모든것
을 공유하였나니, 그러므로 부한 자
나가난한자, 매인자나자유로운자
가 없이 저들이 모두 자유롭고 하늘
의은사에참여하는자가되었더라.

4 또이렇게되었나니제삼십칠년
이 지나갔으되 땅에는 여전히 평화
가계속되었더라.

5 또 예수의 제자들은 크고 기이
한 일들을 행하여 병든 자를 ㄱ고치
며, 죽은 자를 일으키며, 못 걷는 자
를걷게하며, 맹인으로그시력을얻
게 하며, 못 듣는 자를 듣게 하며, 사
람의자녀들가운데온갖 ㄴ기적을행
하되, 다름 아닌 오직 예수의 이름으
로만그들이기적을행하였느니라.

6 이에이같이제삼십팔년이지나
가고또한제삼십구년과제사십일년
과 제사십이년이 지나가며, 참으로
사십구 년이 지나가기에 이르고 또
한제오십일년과제오십이년이지나
가서, 참으로 오십구 년이 지나가기
에이르렀더라.

7 또 주께서는 저들을 땅에서 심
히 번영하게 하신지라, 참으로 저들
이 불탄 성읍들이 있던 곳에 다시 성

읍들을세웠더라.
8 참으로 저 큰 ㄱ성 제이라헤믈라

를저들이다시건축되게하였더라.
9 그러나 많은 성읍이 ㄱ가라앉아,

물이 그 대신에 올라왔으므로, 이러
한성읍들은새롭게할수없었더라.

10 또이제보라, 이렇게되었나니
니파이 백성은 점점 강하여지고, 심
히빠르게번성하며, 심히 ㄱ아름답고
기뻐하심을입는백성이되었더라.

11 또저들은시집가고, 장가들며,
주께서 저들에게 맺으신 수많은 약
속대로복을받았더라.

12 그리고 더 이상 모세의 ㄱ율법
의 ㄴ의례와의식을따라행하지아니
하고, 저들의 주 곧 저들의 하나님으
로부터 받은 계명을 좇아 행하며,
ㄷ금식과기도를계속하며, 자주함께
모여 기도하며, 주의 말씀 듣기를 계
속하였더라.

13 또이렇게되었나니온땅의모
든 백성 가운데 다툼이 없었으며, 예
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능한 기적
들이행하여졌더라.

1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제칠
십일년이 지나가고, 또한 제칠십이
년도 지나가고, 마침내 제칠십구년
이 지나가고 참으로 백 년이 지나매,
예수께서 택하셨던 제자들이, 머물
게 될 ㄱ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님의 ㄴ낙원으로갔고, 그들대신

[제4니파이]
1 3ㄱ 행 4:32; 3니 26:19.

안내헌납하다, 
헌납의 법.

5ㄱ 안내병 고치다, 
병 고침.

ㄴ 요 14:12. 안내기적.
8ㄱ 3니 8:8.
9ㄱ 3니 9:4, 7.

10ㄱ 몰 9:6.
12ㄱ 안내모세의 율법.

ㄴ 니후 25:30; 

3니 15:2~8.
ㄷ 모로 6:5; 

교성 88:76~77.
14ㄱ 3니 28:3~9. 

안내변화된 존재.
ㄴ 안내낙원.



에 다른 ㄷ제자들이 ㄹ성임되었으며,
많은 그 세대 사람들이 또한 세상을
떠났느니라.

15 또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들의
마음속에거하는하나님의사랑으로
말미암아그땅에ㄱ다툼이없었더라.

16 그리고 ㄱ시기함이나, 싸움이
나, 소동이나, 음행이나, 거짓말하는
일이나, 살인이나, 여하한 종류의
ㄴ음란함도 없었으니, 정녕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모든 백성 중에서 이
들보다 더 ㄷ행복한 백성이 있을 수
없었더라.

17 도적이나 살인자도 없었고 레
이맨인이라든가 무슨무슨인이라고
불리움도 없이, 그들은 ㄱ하나로서,
그리스도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
의상속자이었더라.

18 또 그들은 얼마나 복되었던고!
이는 주께서 그들의 범사에 복을 주
셨음이라, 참으로 그들은 복을 받아
번영하며 백십 년이 지나기에 이르
렀으니, 이에 그리스도로부터 첫째
세대가 지나갔고 온 땅에는 다툼이
없었더라.

19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 마지막
기록을 기록하던 니파이가 (그는 이
를니파이의 ㄱ판에기록하였더라) 죽
으매, 그의 아들 아모스가 그를 대신
하여 이를 기록하되, 저도 이를 니파
이의판에기록하였더라.

20 이에저가팔십사년동안이를

기록하였으며땅에는여전히평화가
있었으나, 다만 백성 중 소수의 부류
가 모반하여 교회를 떠나 스스로 레
이맨인이라 하는 이름을 취한 일이
있었나니 이리하여 땅에 다시 레이
맨인이생기니라.

21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아모스도
죽고, (때는주께서오신때로부터백
구십사 년이었더라) 그의 아들 아모
스가 그를 대신하여 기록을 계속하
되, 그도 이를 니파이의 판에 기록하
였으며 이는 또한 니파이의 책 곧 이
책에도기록되었느니라.

22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백 년이
지나매, 소수를 제외하고는 둘째 세
대가모두세상을떠나니라.

23 그리고 이제 나 몰몬은 백성들
이 번성하여, 이윽고 온 지면에 퍼졌
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번영하
였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심히 부하
게되었음을너희가알기원하노라.

24 그리고 이제 이 제이백일년에
그들가운데 ㄱ교만중에자고하게된
자들이 생겨, 값비싼 의복을 입으며,
온갖 좋은 진주와, 세상의 좋은 것으
로 꾸밈과 같은 일을 하기 시작하였
더라.

25 또 그때로부터 그들이 그들의
물건과그들의소유를더이상 ㄱ공유
하지아니하였더라.

26 또 그들이 여러 계급으로 나뉘
기 시작하며, ㄱ이익을 얻기 위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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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ㄷ 안내제자.
ㄹ 안내성임하다, 성임.

15ㄱ 안내평화.
16ㄱ 안내단합.

ㄴ 안내탐욕.
ㄷ 모사 2:41; 앨 50:23.

안내기쁨.
17ㄱ 요 17:21. 안내시온.

19ㄱ 안내판.
24ㄱ 안내교만.
25ㄱ 4니 1:3.
26ㄱ 교성 10:56. 안내사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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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위하여 ㄴ교회를 세우기 시작하
며,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부인하
기시작하였더라.

27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백십 년
이 지나갔을 때 땅에는 많은 교회가
있었나니, 참으로 그리스도를 안다
고 공언하는 교회가 많이 있었더라.
그러나그럼에도그들이그의복음의
대부분을 ㄱ부인하였나니, 그결과그
들이 온갖 간악함을 받아들이고, 합
당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ㄴ금지된
자에게성스러운것을베풀었더라.

28 그리고 이 ㄱ교회가 죄악으로
인하여, 또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탄의 권능으로 인하여 심히 번성
하였더라.

29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부인하
는 또 다른 교회가 있었으니,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들의 겸
손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믿
음으로 인하여 ㄱ핍박하고, 또 이들
중에 이루어지는 많은 기적으로 인
하여이들을멸시하였더라.

30 그리하여 그들은 이들과 함께
머물고있는예수의제자들에게권력
과권세를행사하여저들을 ㄱ옥에던
져 넣었으나, 저들 안에 있는 하나님
의말씀의권능으로말미암아옥들이
둘로 갈라지매, 저들이 나아가 그들
가운데큰기적들을행하였더라.

31 그러나 이 모든 기적에도 불구
하고, 백성들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예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를
구한 것같이 저들을 죽이기를 구하
였더라.

32 이에그들이저들을 ㄱ불 ㄴ풀무
에 던져 넣었으나, 저들이 아무 해도
입지않고나아왔더라.

33 또한 저들을 들짐승의 ㄱ굴에
던져 넣었으나, 저들이 어린아이가
어린 양과 더불어 장난함같이 들짐
승들과 더불어 장난하고, 아무 해도
받지않고그들중에서나아왔더라.

34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많은 제사들과 거짓 선지자
들에게 이끌려 많은 교회를 짓고, 온
갖 죄악을 행하게 되었음이라. 또 그
들이예수의백성을 ㄱ쳤으나, 예수의
백성은 도로 치지 아니하였으니, 이
같이 그들이 매년 믿지 않음과 간악
함 중에 빠져 들어가, 이윽고 이백삼
십년이지나기에이르렀더라.

35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이 해, 곧 제이백삼십일년에 백성 가
운데큰나뉨이있었더라.

3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이 해에
니파이인이라 일컫는 한 백성이 일
어났으니, 이들은 그리스도를 참되
게 믿는 자들이었으며, 이들 중에는
레이맨인들이 야곱인이라, 또 요셉
인이라, 또 조램인이라 일컫는 자들
이있었더라.

26ㄴ 니전 22:23; 니후 28:3;
몰 8:32~38.

27ㄱ 안내배도.
ㄴ 3니 18:28~29.

28ㄱ 안내악마－악마의 교회.
29ㄱ 안내박해하다, 박해.
30ㄱ 3니 28:19~20.
32ㄱ 단 3:26~27.

ㄴ 3니 28:21.
33ㄱ 3니 28:22.
34ㄱ 3니 12:39; 

교성 98:23~27.



37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들과 그리스도를 참되게 예
배하는 자들은 (이들 중에는 머물기
로 된 예수의 ㄱ세 제자가 있었더라)
니파이인, 그리고 야곱인, 그리고 요
셉인, 그리고 조램인이라 일컬어졌
더라.

38 또 이렇게 되었나니 복음을 저
버린 자들은 레이맨인이라, 또 레뮤
엘인이라, 또 이스마엘인이라 일컬
어졌으니, 이들은 믿지 않음에 빠져
든 것이 아니요, 고의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ㄱ거역한 것이라, 또 그들의
조상들이 처음부터 믿지 않음에 빠
져든 것같이 그들은 그 자녀들을 가
르쳐믿지않게하였도다.

39 또 이는 처음에 그러하였던 것
같이 그들의 조상들의 간악함과 가
증함으로 인함이라. 이에 그들은 레
이맨인들이처음부터니파이의자손
을 미워하도록 가르침을 받은 것같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도록
ㄱ가르침을받았느니라.

40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백사십
사 년이 지났고, 백성들의 제반사가
이러하였으며, 또 백성 중 보다 간악
한 부류가 점점 강하여져서, 하나님
의 백성보다도 그 수효가 심히 더 많
아졌더라.

41 또 그들은 여전히 계속하여 자
기들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며, 온갖
귀한 것으로 교회를 장식하였으니,
이같이 이백오십 년이 지나고, 또 이

백육십년도지나갔더라.
42 또이렇게되었나니백성중간

악한부류들이또다시개다이앤톤의
은밀한 맹세와 ㄱ결사를 세우기 시작
하였더라.

43 또 니파이 백성이라 일컬어지
는 백성들도 그 심히 큰 부로 인하여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그들의 형
제레이맨인들처럼허황되어졌더라.

44 그리고 이때로부터 제자들은
세상의 ㄱ죄로 인하여 슬퍼하기 시작
하였더라.

45 또 이렇게 되었나니 삼백 년이
지나매, 니파이 백성과 레이맨인들
이 모두 하나같이 심히 간악하여졌
더라.

46 또 이렇게 되었나니 개다이앤
톤 도적들이 온 지면에 퍼져, 예수의
제자들 외에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었으며, 그들은 금과 은을 풍성하
게 저축해 두고, 온갖 물품으로 서로
무역하였더라.

47 또 이렇게 되었나니 삼백오 년
이지나간후에, (백성들은여전히간
악한 가운데 머물러 있었느니라) 아
모스가 죽고, 그의 아우 앰마론이 그
의대신에기록을계속하였더라.

48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삼백
이십 년이 지났을 때, 앰마론이 성신
의강권하심을받고, 성스러운 ㄱ기록
을감추었으니－곧그리스도께서오
신 때로부터 제삼백이십년이 되는
해에이르기까지－참으로거룩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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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ㄱ 3니 28:6~7; 
몰 8:10~11.

38ㄱ 안내거역.

39ㄱ 모사 10:17.
42ㄱ 안내비밀 결사.
44ㄱ 3니 28:9.

48ㄱ 힐 3: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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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로 전달되어 내려온 모든 성스
러운기록이라.

49 이에 그가 기록을 주께 감추었
나니, 이는 주의 약속과 예언대로 그

제 1 장

앰마론이 성스러운 기록에 관하여
몰몬에게 지시함－니파이인과 레이
맨인 사이에 전쟁이 시작됨－세 니
파이인이 데려감을 입음－간악함과
믿지 않음과 마술과 요술이 퍼짐. 주
후321~326년경.

그리고이제나 ㄱ몰몬은내가보
고 들은 바를 ㄴ기록하여 이를

몰몬서라하노라.
2 ㄱ앰마론이 기록을 주께 감출 즈

음에 내게로 와서, (때에 내가 십 세
가량 되어 내 백성의 배우는 방식을
좇아 어느 정도 ㄴ학문이 있는 자가
되었더라) 앰마론이 내게 이르되, 내
가보니너는진지한아이요, 보고깨
닫는것이빠른즉,

3 그러므로 네가 이십사 세쯤 되
거든 바라노니 너는 이 백성에 관하
여네가본바를기억해두었다가, 네
가 그 나이가 되었을 때 앤툼 땅으로

기록이 야곱 집의 남은 자들에게로
다시 ㄱ나아오게하려함이라. 앰마론
의기록의끝이이와같으니라.

가서 ㄱ시므라 칭할 산으로 가라. 거
기에 내가 이 백성에 관한 모든 성스
러운 새긴 것들을 주께 감추어 두었
노라.

4 또 보라, 네가 니파이의 ㄱ판은
스스로 취하되, 나머지는 그 있던 곳
에 그대로 두고, 니파이의 판에 네가
이 백성들에 관하여 보아 온 모든 일
을새길지니라하였느니라.

5 이에 나 몰몬은 ㄱ니파이의 후예
로서, (나의 부친의 이름도 몰몬이었
느니라) 앰마론이 내게 명한 바를 기
억하였느니라.

6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열한
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나를 남
방 땅 곧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데려
가시더라.

7 건물이 온 지면을 덮었고, 백성
들은 거의 마치 바다의 모래같이 수
가많았느니라.

8 그리고이렇게되었나니이해에
니파이인과 야곱인과 요셉인과 조램
인으로 이루어진 니파이인들과 레이

49ㄱ 이노 1:13.

[몰몬서]

1 1ㄱ 안내몰몬, 니파이인

선지자.
ㄴ 3니 5:11~18.

2ㄱ 4니 1:47~49.
ㄴ 모사 1:3~5.

3ㄱ 이더 9:3.
4ㄱ 몰말 1:1, 11. 

안내판.
5ㄱ 3니 5:12, 20.

몰몬서



맨인과 레뮤엘인과 이스마엘인 사이
에 전쟁이 시작되었나니 이 전쟁은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과 레뮤엘인
과이스마엘인사이의전쟁이었더라.

9 이제레이맨인과레뮤엘인과이
스마엘인은 레이맨인이라 일컬어졌
던지라, 두 무리는 니파이인들과 레
이맨인들이었더라.

10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전쟁은 시
돈 물가, 제이라헤믈라의 경계에서
그들중에시작되었더라.

1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인들이 심히 많은 수효의 군사를 함
께모으매, 그수가삼만이넘었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이 해에
여러 번 싸웠고, 이 싸움에서 니파이
인들이 레이맨인들을 쳐서 이기고
그들을많이살육하였더라.

1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
인들이 그들의 계획을 철회하매, 땅
에는 평화가 정착되었고 대략 사 년
동안 평화가 지속되어 유혈이 없었
더라.

13 그러나 간악함이 온 지면에 만
연한지라, 주께서 그의 ㄱ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데려가셨고, 백성들의 죄
악으로 인하여 기적의 일과 병고침
의역사가그쳤더라.

14 또 그들의 간악함과 ㄱ믿지 않
음으로인하여, 주께로부터오는 ㄴ은
사가없었고, 아무에게도 ㄷ성신이임

하지아니하였느니라.
15 그리고 나는 나이가 열다섯 살

이 되었을 때 성품이 진지하였던지
라, 주의방문을받았고, 예수의선하
심을맛보아알게되었느니라.

16 이에 이 백성에게 가르침을 베
풀고자 애썼으나, 나의 입이 닫혀져,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 금
지되었으니, 이는 보라 그들이 고의
로 그들의 하나님을 ㄱ거역하였음이
라, 또 사랑하시는 제자들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 땅에서 ㄴ데려가
신것이더라.

17 그러나 나는 그들 가운데 머물
러 있었으되,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
푸는 것이 금지되었으니, 그들의 마
음의 완악함으로 인함이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땅은 그
들로인해ㄱ저주를받았도다.

18 또 레이맨인들 가운데 있던 이
개다이앤톤도적들이땅에들끓으매,
땅의 주민들이 그들의 ㄱ보물을 땅에
감추기 시작하였으나, 주께서 땅을
저주하신 고로 그것들이 잃기 쉬운
것이 되어, 그들이 보유할 수 없었으
며다시간직할수도없었느니라.

19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요술과 마
술과마법이있고, 저악한자의권능
이 온 땅에 역사되어, 참으로 아빈아
다이와 또한 레이맨인 사무엘의 모
든말이성취되기에이르렀느니라.

13ㄱ 3니 28:2, 12.
14ㄱ 안내믿지 않음.

ㄴ 모로 10:8~18, 24.
ㄷ 안내성신.

16ㄱ 안내거역.
ㄴ 몰 8:10.

17ㄱ 니후 1:7; 
앨 45:10~14, 16.

18ㄱ 힐 13:18~20; 
이더 14:1~2.

596몰몬서 1:9~19



597 몰몬서 2:1~10

제 2 장

몰몬이 니파이인의 군대를 지휘함－
피와 대살육이 땅을 휩씀－니파이인
들이저주받은자의슬퍼함으로애통
하고애곡함－그들의은혜의날은지
났음－몰몬이 니파이의 판을 취함－
전쟁이계속됨. 주후327~350년경.

또이렇게 되었나니 그 같은 해에 니
파이인들과레이맨인들사이에다시
전쟁이 시작되매, 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체격이 컸던지라, 그러므
로 니파이 백성들이 나를 임명하여
그들의 지도자, 곧 그들 군대의 지휘
관이되게하였더라.

2 그리하여이렇게되었나니내가
십육 세 때에 니파이인들의 군대 우
두머리가 되어 레이맨인들을 치러
나아갔으니, 그러므로 삼백이십육
년이지났느니라.

3 그리고이렇게되었나니제삼백
이십칠년에 레이맨인들이 심히 큰
기세로 우리에게 임하여 나의 군대
를 두렵게 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싸우려 아니하고 북쪽 지방을 향하
여퇴각하기시작하였느니라.

4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앤
골라 성에 이르러 그 성을 점령하고,
레이맨인들을대항하여우리스스로
를 방어할 준비를 하였느니라. 또 이
렇게 되었나니 우리가 우리의 힘을
다하여 성의 방비를 강화하였으나,
우리의 모든 방비의 강화에도 불구
하고레이맨인들이우리에게임하여

우리를그성에서몰아내었느니라.
5 그리고 저들이 또한 다윗 땅에

서도우리를몰아내었느니라.
6 이에 우리가 행군해 나아가 바

닷가에 가까운 서편 경계에 있는 여
호수아땅에이르렀느니라.

7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가
능한 한 빨리 우리의 백성을 모았으
니, 이는그들을모아한무리가되게
하려하였음이라.

8 그러나 보라, 땅에는 도적들과
레이맨인들이가득하였고, 나의백성
위에 걸려 있는 큰 멸망에도 불구하
고, 그들은 그들의 악한 행실을 회개
하지아니하였던지라, 그러므로니파
이인들측이거나또한레이맨인들측
이거나를 막론하고 온 지면에 피와
대살육이 퍼졌으니, 이는 온 지면에
걸친하나의완전한혁명이었더라.

9 그리고이제레이맨인들에게한
왕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아론이
라, 저가 사만 사천의 군사를 거느리
고 우리를 치러 왔더라. 이에 보라,
내가 사만 이천을 가지고 저를 대적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
니 내가 나의 군대로 저를 물리치매
저가 내 앞에서 도망하였으니, 보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삼백삼십
년이지나갔느니라.

10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인
들이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기 시작
하며, 선지자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부르짖기 시작하였으니, 이는 보라
그 땅에 있는 도적들과 강도들과 살
인자들과 마법과 마술로 인하여 아



무도 자기의 것을 간직할 수 없었음
이라.

11 이리하여 이러한 일들로 인하
여 온 땅에 애곡하는 일과 애통하는
일이 생겼으니, 니파이 백성 가운데
특히더그러하더라.

1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몰몬
이 주 앞에서 그들의 애통함과 그들
의 애곡함과 그들의 슬픔을 보았을
때, 나의 마음은 주의 자비하심과 오
래 참으심을 알므로, 주께서 그들에
게 자비를 베푸사 그들이 다시 의로
운 백성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속으
로기뻐하기시작하였느니라.

13 그러나보라나의이기쁨은헛
되었나니, 이는그들의 ㄱ슬퍼함이하
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회개에
이르는 것이 아니요, 그보다는 주께
서그들로하여금죄중에서 ㄴ행복을
취함을 항상 용납하지 아니하려 하
심으로인한 ㄷ정죄받은자들의슬퍼
함이었음이라.

14 또 그들은 상한 ㄱ마음과 통회
하는 심령으로 예수께 나아오지 아
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ㄴ저주하고
죽기를 바랐느니라. 그럼에도 불구
하고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위하여
칼로싸우려하였느니라.

1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슬
픔은 다시 내게로 돌아왔고, 나는
ㄱ은혜의 ㄴ날이현세적으로나영적으
로모두그들과함께 ㄷ지나가버림을

보았으니, 이는 내가 그들 수천이 그
들의 하나님을 공공연히 거역하는
가운데 베어져, 지면 위에 분토처럼
되어 쌓인 것을 보았음이라. 이같이
삼백사십사년이지나갔더라.

16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제삼
백사십오년에 니파이인들이 레이맨
인들 앞에서 도망하기 시작하여 예
이숀 땅에 이르도록 추격을 받았고,
그 곳에 이르러서야 후퇴를 멈출 수
있었느니라.

17 이제 예이숀 성은 기록이 파괴
되지 않도록 앰마론이 기록을 주께
감춘 ㄱ땅에서 가까웠더라. 이에 보
라, 내가 앰마론의 말대로 가서 니파
이의 판을 취하여 앰마론의 말대로
기록을만들었느니라.

18 그리고 니파이의 판에는 모든
간악함과가증함을전부기술하였으
나, 이 ㄱ판에는 그들의 간악함과 가
증함을 전부 기술하기를 삼갔노니,
이는보라, 내가족히사람의길을볼
수 있게 된 이래로 끊임없는 간악함
과 가증함의 광경이 내 목전에 있어
왔음이라.

19 또 그들의 간악함으로 인하여
내게화있나니, 이는나의평생에그
들의 간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에 슬픔이 가득하였음이로다. 그러
할지라도나는마지막날에내가 ㄱ들
리울것을아노라.

20 또이렇게되었나니이해에니

598몰몬서 2:11~20

2 13ㄱ고후 7:10; 앨 42:29.
ㄴ 앨 41:10.
ㄷ 안내정죄.

14ㄱ 안내상한 마음.

ㄴ 안내신성모독하다,
신성모독.

15ㄱ 안내은혜.
ㄴ 힐 13:38.

ㄷ 렘 8:20; 교성 56:16.
17ㄱ 몰 1:1~4.
18ㄱ 안내판.
19ㄱ 모사 23:22; 이더 4:19.



599 몰몬서 2:21~29

파이백성들이다시수색을당하며쫓
겼느니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
리는쫓겨서이윽고북방땅으로와서
셈이라하는땅에이르렀느니라.

21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셈
성의 방비를 강화하고, 가능한 한 많
이 우리 백성들을 모아들였나니, 이
는 혹시라도 그들을 멸망에서 구하
고자함이었느니라.

2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제삼
백사십육년에 그들이 다시 우리를
공격하기시작하니라.

2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나
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레이맨인들
앞에 담대히 서서 그들의 아내와 그
들의 자녀와 그들의 집과 그들의 가
정을위하여 ㄱ싸우도록크게힘써그
들을격려하였더라.

24 이에내말이그들을일깨워어
느 정도 기운이 나게 한지라, 그들이
레이맨인들앞에서도망하지아니하
고 담대히 서서 저들을 대적하였느
니라.

2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삼만의 군사로 오만의 군사를 대적
하여 싸웠느니라. 또 이렇게 되었나
니 우리가 그처럼 굳세게 그들 앞에
섰던지라 그들이 우리 앞에서 도망
하였느니라.

2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도망하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군대
로 그들을 추격하였고, 그들을 다시
만나매, 그들을 파하였느니라. 그러
할지라도 주의 능력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나니, 참으로 우리는
버려진바되어, 주의영이우리안에
거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므로 우
리는우리의형제들처럼연약하여졌
었느니라.

27 이에 나의 마음은 그 간악함과
가증함으로 말미암은 내 백성의 이
큰 재앙으로 인하여 슬퍼하였으나,
그러나 보라, 우리는 레이맨인들과
개다이앤톤도적들을대적하여나아
가 이윽고 다시 우리의 기업의 땅을
점령하였느니라.

28 그리고 제삼백사십구년이 지
나가고, 제삼백오십년에 우리는 레
이맨인들과개다이앤톤도적들과조
약을 맺고 우리의 기업의 땅을 분할
하였느니라.

29 이로써 레이맨인들은 참으로
남방땅으로통하는 ㄱ좁은통로에이
르기까지의 북방 땅을 우리에게 주
었고, 우리는 남방 땅을 모두 레이맨
인들에게주었느니라.

제 3 장

몰몬이 니파이인들에게 회개를 외
침－그들이 큰 승리를 얻고 자신들
의 힘을 자랑함－몰몬이 그들을 지
휘하기를 거절함. 그리고 그들을 위
한 그의 기도는 신앙이 없는 기도
임－몰몬경은이스라엘의열두지파
에게 복음을 믿도록 권유함. 주후
360~362년경.

23ㄱ 모사 20:11; 앨 43:45. 29ㄱ 앨 22:32.



이에이렇게 되었나니 십 년이 더 지
나도록 레이맨인들이 다시 싸우러
오지 아니하였으나, 보라, 나는 나의
백성 니파이인들을 시켜 전쟁 때를
대비하여 그들의 땅과 그들의 무기
를예비하게하였느니라.

2 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내
게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외치기
를－너희는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침례를 받고, 나의 교회를 다시 세우
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게 되리라 하
라하셨느니라.

3 이에 내가 이 백성에게 외쳤으
나 아무 소용이 없었으니, 그들은 그
들을 살려 주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이가 주이심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또 보라 그들은 주 그들
의 하나님에게 대하여 그들의 마음
을완악하게하였느니라.

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이 제십
년이 지나가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로부터 모두 삼백육십 년이 지난
후에, 레이맨인의 왕이 내게 한 서한
을 보내어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러 다시 올 준비를 하고 있음을
내게알려주었느니라.

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나
의 백성들로 하여금 황무 땅에, 남방
땅으로 통하는 협로 가까이에 있는
변경의 한 성으로 함께 모이게 하였
느니라.

6 또 그 곳에 우리가 우리의 군사
를 배치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레이
맨인들의 군대를 막아 그들이 우리

의 땅을 조금도 차지하지 못하게 하
려 함이었느니라.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전 병력으로 그들에 대하여
방비를강화하였느니라.

7 그리고이렇게되었나니제삼백
육십일년에레이맨인들이우리를대
적하여 싸우려고 황무 성으로 내려
왔으나, 이렇게 되었나니 그 해에 우
리가 그들을 무찌른지라, 그들이 다
시저희의본토로돌아갔느니라.

8 또제삼백육십이년에그들이싸
우러 다시 내려왔으나, 우리가 다시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을 수많이 도
륙하였으며, 그들의 죽은 자들은 바
다에던져졌느니라.

9 이에 이제 나의 백성 니파이인
들이 행한 이 큰 일로 인하여 그들이
그들 스스로의 힘을 ㄱ자랑하기 시작
하였고, 그들의 원수들에게 죽임을
당한 그들 형제들의 피를 갚겠다고
하늘앞에맹세하기시작하였더라.

10 또 그들은 하늘과 또한 하나님
의 보좌로 맹세하기를, 그들의 원수
를 대적하여 싸우러 ㄱ올라가 그들을
지면에서끊어버리겠다고하였더라.

1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몰몬
은 이때로부터, 이 백성의 간악함과
가증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사령관
과 지도자가 되기를 완전히 거절하
였느니라.

12 보라, 내가 그들을 이끌되, 그
들의 간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들을 이끌고 전쟁도 여러 번 치렀었
으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ㄱ사랑

600몰몬서 3:1~12

3 9ㄱ 니후 4:34. 10ㄱ 3니 3:20~21; 몰 4:4. 12ㄱ 안내사랑.



601 몰몬서 3:13~21

을 따라 내 온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사랑했었고, 내 영혼은 온종일 그들
을 위하여 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로쏟아낸바되었으되, 그럼에도불
구하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그것은 ㄴ신앙이 없는 것이었
느니라.

13 또세번이나내가그들을그들
원수의 손에서 건져 내었으나, 그들
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였
느니라.

14 이에 그들이 우리의 주시요 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ㄱ금하신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그들
의원수들에게로올라가싸워그들형
제들의 피를 갚겠다 하였을 때, 보라
주의음성이내게임하여이르시되,

15 ㄱ복수는 내 것이라, 내가 ㄴ갚
을 것이어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을
구원한후에도회개하지아니하였은
즉, 보라, 그들이 지면에서 끊어지리
라하시니라.

1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내
원수들을 치러 올라가기를 온전히
거절하였고,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
로 행하였으며, 지켜만 보는 증인처
럼 서서 장차 이를 일을 증거한 영의
나타내심을 좇아, 내가 보고 들은 바
를세상에명백히드러내었느니라.

17 그러므로내가 ㄱ너희이방인들
을 위하여 기록하며, 또한 너희 이스

라엘의 집을 위하여 기록하노니, 곧
역사하심이시작되어너희가바야흐
로 너희 기업의 땅으로 돌아갈 준비
를하려할때,

18 참으로 보라, 내가 땅의 모든
끝을 위하여 기록하노니, 참으로 예
루살렘땅에서예수께서택하사그의
제자로삼으신열둘에게너희의행위
대로 ㄱ심판을 받을 너희 이스라엘의
열두지파를위하여기록하노라.

19 그리고또한나는이땅에서예
수께서 택하신 ㄱ열둘에게 역시 심판
받을 이 백성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서도 기록하노니, 이들 열둘은 예루
살렘 땅에서 예수께서 택하신 다른
열둘에게심판을받으리로다.

20 또이일들을영이내게나타내
시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두
를 위하여 기록하노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위하여기록함은이까닭으로
인함이니, 곧너희, 참으로아담의온
인간 ㄱ가족에속하는각사람이반드
시모두그리스도의 ㄴ심판대앞에서
야 하며, 너희의 행위가 선하든지 악
하든지너희의행위대로심판을받기
위하여 너희가 반드시 서야 한다는
것을너희로알게하려함이요,

21 또한너희중에너희가갖게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로 ㄱ믿
게하려함이요, 또한주의성약의백
성인 ㄴ유대인들로하여금, 그들이보

12ㄴ 몰 5:2.
14ㄱ 3니 12:34~37.
15ㄱ 안내복수.

ㄴ 교성 82:23.
17ㄱ 니후 30:3~8; 

3니 29:1.

18ㄱ 마 19:28; 
눅 22:29~30; 
교성 29:12.

19ㄱ 니전 12:9~10.
20ㄱ 교성 27:11.

ㄴ 안내심판, 마지막.

21ㄱ 교성 3:20.
ㄴ 안내유대인.



고 들었던 예수는 물론, 그들이 죽였
던그예수가 ㄷ바로그리스도시요바
로 하나님이시라는 또 다른 ㄹ증거를
갖게하려함이니라.

22 그리고 나는 너희 땅의 ㄱ모든
끝으로하여금회개하고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도록 설득
할수있기를바라노라.

제 4 장

전쟁과 대살육이 계속됨－간악한 자
들이간악한자들을벌함－온이스라
엘 중에서 이전 어느 때보다 더욱 큰
간악함이 만연함－여자들과 아이들
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짐－레이맨
인들이 자기들 앞에서 니파이인들을
쓸어버리기 시작함. 주후 363~375
년경.

그리고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제삼
백육십삼년에 니파이인들이 그들의
군대와 더불어 황무 땅에서 나와 레
이맨인들을대적하여싸우러올라갔
더라.

2 그러나이렇게되었나니니파이
인들의 군대가 황무 땅으로 다시 쫓
겨 돌아왔는데, 그들이 아직 지쳐 있
을 때 힘이 새로운 레이맨인들의 군
대가 그들에게 임하여 맹렬한 싸움
이 벌어졌더니, 레이맨인들이 황무
성을 점령하였고, 많은 니파이인들
을죽이고, 많은포로를잡았더라.

3 또나머지는도망하여티앤쿰성
의 주민들에게 합류하니라. 이제 티
앤쿰성은바닷가에가까운변경에있
었고또한황무성에서도가깝더라.

4 또 그들이 침을 당하기 시작한
것은니파이인들의군대가레이맨인
들에게로올라간 ㄱ연고니, 이는그리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레이맨인들이
그들을 이길 힘을 갖지 못했을 것임
이라.

5 그러나 보라, 하나님의 심판은
간악한 자들에게 닥칠 것이요, 간악
한 자들이 ㄱ벌을 받는 것은 간악한
자들로 말미암나니, 이는 사람의 자
녀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피를 흘리
게하는것도간악한자들임이라.

6 또이렇게되었나니레이맨인들
은 티앤쿰 성을 치러 올 준비를 하였
더라.

7 또이렇게되었나니제삼백육십
사년에 레이맨인들이 티앤쿰 성도
점령하려고 티앤쿰 성을 치러 왔었
느니라.

8 그러나이렇게되었나니그들이
격퇴당하여니파이인들에게쫓겨물
러가매, 니파이인들은 자기들이 레
이맨인들을 몰아 내었음을 보고 다
시 스스로의 힘을 자랑하더니,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가 황무 성을
다시점령하였더라.

9 이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고
양측에곧니파이인들이나레이맨인
들이나 다 죽임을 당한 자가 수천이

602몰몬서 3:22~4:9

21ㄷ 니후 26:12; 
모사 7:27.

ㄹ 니후 25:18.

22ㄱ 앨 29:1.
4 4ㄱ 몰 3:10.
5ㄱ 교성 63:33.



603 몰몬서 4:10~22

었느니라.
10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제삼백육

십육년이지나가고레이맨인들이또
다시싸우려고니파이인들을공격하
였으나, 이때까지도 니파이인들은
그들이 행한 악을 회개하지 아니하
고, 계속하여 그들의 간악함을 고집
하였느니라.

11 이에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
들을 가리지 않고 백성 가운데 있었
던 피와 대살육의 참혹한 광경을 능
히 혀로 묘사하거나, 혹은 사람이 글
로써완전히묘사할수없으며, 각사
람의마음이완악하여진지라그들이
끊임없이유혈을기뻐하였더라.

12 또주의말씀에의하건대이백
성 가운데 있은 것 같은 그처럼 큰
ㄱ간악함은, 리하이의모든자손중에
서나, 심지어 이스라엘의 온 집 가운
데서도결코있지아니하였느니라.

1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
인들이 황무 성을 점령하였으니, 이
는 저들의 ㄱ수효가 니파이인들의 수
효보다더많았음이었더라.

14 또한 저들이 티앤쿰 성을 치러
진군해 나아가서 그 주민들을 그 곳
에서 몰아 내고, 여자와 아이들을 많
이포로로잡고는그들을저들의 ㄱ우
상신들에게제물로바쳤더라.

1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제삼백
육십칠년에 니파이인들은 레이맨인
들이 그들의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
물로 바쳤음으로 인하여 노하여, 심

히 큰 분노로 레이맨인들을 치러 가
서, 다시 레이맨인들을 파하고, 저들
을자기들의땅에서쫓아내었더라.

16 이에 제삼백칠십오년에 이르
기까지레이맨인들이다시니파이인
들을치러오지아니하였더라.

17 또이해에저들이저들의전병
력을거느리고니파이인들을치러내
려왔으니, 저들의 수효가 많음으로
인하여저들을세지아니하였느니라.

18 그리고 ㄱ이때로부터 니파이인
들은 전혀 레이맨인들을 이기지 못
하였고, 해 앞의 이슬같이 저들에게
쓸어버림을당하기시작하였느니라.

1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
인들이 황무 성을 치러 내려오매 황
무 땅에 심히 맹렬한 싸움이 벌어졌
더니, 저들이 니파이인들을 격파하
였느니라.

20 이에 그들이 저들 앞에서 다시
도망하여 보아스 성으로 가서, 거기
서 그들이 심히 담대하게 레이맨인
들을 대적하였던지라, 레이맨인들이
두 번째로 다시 오기까지는 그들을
이기지못하였느니라.

21 그러나 저들이 두 번째로 왔을
때 니파이인들은 쫓기며 심히 큰 살
육으로 살육 당하였으며, 그들의 여
자들과아이들이또다시우상들에게
제물로바쳐졌느니라.

2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인들은 또다시 고을과 마을의 모든
주민을 데리고 저들 앞에서 도망하

12ㄱ 창 6:5; 
3니 9:9.

13ㄱ 몰 5:6.

14ㄱ 안내우상 숭배.
18ㄱ 몰 3:3.



였느니라.
23 이에 이제 나 몰몬은 레이맨인

들이 바야흐로 그 땅을 전복하려 함
을 보고, ㄱ시므 산으로 가서 앰마론
이 주께 감추어 둔 기록을 모두 취하
였느니라.

제 5 장

몰몬이 다시 피와 대살육의 싸움에
서니파이인의군대를지휘함－몰몬
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이스라엘에게확신시키기위해나아
올 것임－그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레이맨인들은 흩어질 것이며 영이
그들과 함께 애쓰시기를 그치실 것
임－그들은 후일에 이방인들에게서
복음을 받게 될 것임. 주후 375~384
년경.

그리고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니파
이인들 가운데로 나아가서 내가 다
시는 그들을 돕지 아니하겠다한 ㄱ맹
세를 뉘우치매, 그들이 다시 그들 군
대의 지휘권을 내게 주었으니, 이는
마치 내가 그들을 그들의 고난에서
건질 수 있을 것같이 그들이 나를 바
라보았음이라.

2 그러나보라, 나는 ㄱ희망을갖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임할 주의
심판을 알고 있었던지라, 이는 그들
이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
고 오히려 자기들을 창조하신 이를
부름도 없이 자신들의 목숨을 위하

여싸웠음이라.
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가

요단 성으로 피하고 나서 레이맨인
들이우리를치러왔으나, 보라, 저들
이 도로 쫓겨가고 그때에는 그 성을
취하지못하였느니라.

4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다
시 우리를 치러 왔으나 우리가 성을
지켰고, 니파이인들이 지킨 다른 성
읍들이 또한 있었으니 이 요새들이
저들을 차단하여, 저들이 우리 앞에
있는 지방으로 들어와 우리 땅의 주
민들을멸하지못하게하였느니라.

5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무릇
우리가 지나오면서 그 주민들을 모
아들이지 못한 땅들은 모두 레이맨
인들에게 멸망되어, 그들의 고을과
마을과 성읍은 불에 살라졌으니 이
같이삼백칠십구년이지나니라.

6 또이렇게되었나니제삼백팔십
년에 이르러 레이맨인들이 다시 우
리를 대적하여 싸우러 온지라, 우리
가 담대히 서서 저들을 대적하였으
나 모두 허사라, 이는 저들의 수효가
심히 많아서 저들이 니파이 백성을
저들의발아래짓밟았음이라.

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가
다시 도망하였으되, 그 도망함이 레
이맨인들보다빨랐던자들은피하였
고, 그 도망함이 레이맨인들보다 빠
르지 못하였던 자들은 쓸어버림을
당하여멸망당하였느니라.

8 또 이제 보라, 나 몰몬은 내 눈
앞에 놓였던 것과 같은 피와 대살육

604몰몬서 4:23~5:8

23ㄱ 몰 1:3. 5 1ㄱ 몰 3:11. 2ㄱ 몰 3:12.



605 몰몬서 5:9~15

의 그처럼 끔찍한 광경을 사람들 앞
에 내보여 사람들의 영혼을 괴롭히
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나
는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알려져야
만하며, 감추인모든것이지붕위에
서ㄱ드러나야만하고－

9 또한 이러한 일에 대한 지식이
이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와, 또한 이
백성들을 ㄱ흩어 자기들 중에 아무것
도 아닌 것으로 헤아려지게 하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신 이방인들에게
ㄴ나아와야 함을 알고 있는지라－그
러므로 나는 내가 받은 계명으로 인
하여, 또한 이 백성의 간악함으로 인
하여 너희가 너무 큰 슬픔을 갖지 않
게 하고자, 감히 내가 본 것을 전부
기술하려 아니하고 ㄷ작은 요약을 하
노라.

10 또 이제 보라, 이를 나는 그들
의 자손들에게와, 또한 이스라엘 집
을 위하여 염려하며, 자신들의 복이
어디서 오는가를 깨달으며 알고 있
는이방인들에게고하노라.

11 이는 그러한 자라야 이스라엘
집의 재앙을 슬퍼하리라는 것을 내
가 앎이니, 참으로 그들은 이 백성의
멸망을 슬퍼할 것이요, 이 백성이 예
수의 팔에 안기도록 회개하지 아니
하였음을슬퍼하리로다.

12 이제 ㄱ이러한 것은 야곱 집의

ㄴ남은 자들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며,
이같이기록됨은하나님께로말미암
아 알려진 바, 간악함이 이를 그들에
게 드러내지 못할 것임이요, 또 이는
주께서 친히 정하신 때에 나아오기
위하여 주께 ㄷ감추어지게 되어 있느
니라.

13 또이것이내가받은계명이라,
보라, 주께서 그의 지혜로 적절하게
여기시는 때에 이 기록이 주의 계명
을좇아나아올것이라.

14 또 보라, 이 기록은 믿지 아니
하는 ㄱ유대인들에게 나아갈 것이요,
이러한목적을위하여나아가리니－
곧 그들에게 예수는 살아 계신 하나
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ㄴ설득하
려 함이요, 아버지께서 그 가장 사랑
하시는 자를 통하여 그의 크고도 영
원하신 계획을 이루사, 유대인들 또
는 온 이스라엘의 집을 주 그들의 하
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들 기업
의땅으로회복하여그의 ㄷ성약을이
루시게하려함이라.

15 또한 ㄱ이 백성의 자손들로 하
여금 이방인들로부터 그들에게 ㄴ나
아갈 그의 복음을 더욱 온전히 믿게
하려 함이니, 이는 이 백성이 ㄷ흩음
을 당하여 우리 가운데 일찍이 있었
던 것, 참으로 심지어 레이맨인들 가
운데 있었던 것 이상으로 필설로 다

8ㄱ 눅 12:2~3; 니후 27:11;
교성 1:3.

9ㄱ 3니 16:8.
ㄴ 4니 1:49.
ㄷ 몰 1:1.

12ㄱ 이노 1:16; 
힐 15:11~13. 

안내몰몬경.
ㄴ 교성 3:16~20.
ㄷ 몰 8:4, 13~14; 

모로 10:1~2.
14ㄱ 니후 29:13; 30:7~8.

안내유대인.
ㄴ 니후 25:16~17.

ㄷ 3니 29:1~3.
15ㄱ 3니 21:3~7, 24~26.

ㄴ 니전 13:20~29, 38; 
몰 7:8~9.

ㄷ 니전 10:12~14; 
3니 16:8.



할 수 없을 만큼 ㄹ어둡고 더러우며
혐오스런 백성이 될 것임이라, 또 이
는 그들의 믿지 않음과 우상을 섬김
으로인함이니라.

16 이는 보라, 주의 영은 이미 그
들의 조상과 함께 ㄱ애쓰시기를 그치
셨고, 그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없는 자요, 그들은 바람 앞
에ㄴ겨와같이이리저리쫓김이니라.

17 한때 그들은 기뻐하심을 입던
백성이었고,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들의 ㄱ목자가 되셨었나니,
참으로 그들은 실로 하나님 아버지
의인도를받았었도다.

18 그러나이제는보라, 그들이사
탄에게 ㄱ이끌려다님이마치겨가바
람앞에날림같고, 또는배가돛이나
닻도없이, 또는배를조정할만한아
무것도 없이, 물결 위에 이리저리 밀
려다니는 것 같으니 실로 그들이 그
와같도다.

19 또보라주께서는그들이이땅
에서받을수있었던그들의복을, 이
땅을 차지하게 될 ㄱ이방인들을 위하
여보류해두셨느니라.

20 그러나보라, 이렇게되리니그
들이 이방인들에게 쫓기며 흩음을
당할 것이요,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쫓기며흩음을당하고난후에, 보라,
그때주께서는아브라함에게와이스
라엘의 온 집에 세우신 ㄱ성약을 ㄴ기

억하실것이니라.
21 또한 주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그에게올린바의인들의 ㄱ기도도기
억하시리라.

22 또그때에오너희이방인들아,
너희가 회개하여 너희의 악한 길에
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어찌 하나님
의권능앞에능히설수있겠느냐?

23 너희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음
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모든 권능을
가지셨으며 그의 크신 ㄱ명령에 땅이
두루마리같이 함께 ㄴ말리울 것을 너
희가알지못하느냐?

24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그
의 앞에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그가 그의 공의
중에 나오사 너희를 치실까 하며－
두렵건대 야곱 자손의 한 남은 자들
이 ㄱ사자처럼 너희 가운데 나아가서
너희를 갈기갈기 찢되 건질 자 없을
까하노라.

제 6 장

니파이인들이 마지막 싸움을 위해
쿠모라땅으로모임－몰몬이거룩한
기록을쿠모라산에감춤－레이맨인
들이승리하고니파이인들은멸망당
함－수십만 명이 칼에 살육당함. 주
후385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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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몰몬서 6:1~11

그리고이제 나는 내 백성 니파이인
들의 ㄱ멸망에관한나의기록을마무
리하노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
는 레이맨인들보다 앞서 진군하여
나아갔느니라.

2 또 나 몰몬은 레이맨인의 왕에
게 편지를 써서, 우리가 우리의 백성
을쿠모라라칭하는한작은산옆쿠
모라 ㄱ땅에함께모으고거기서우리
가그들과싸울수있게하여줄것을
그에게요청하였느니라.

3 이에이렇게되었나니레이맨인
의 왕이 내가 요청한 일을 내게 수락
하니라.

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가
쿠모라 땅으로 진군하여 가서 쿠모
라 산 근처 사방에 우리의 장막을 쳤
으니, 이는 많은 물과 강들과 샘들이
있는 땅에 있었으며, 이 곳에서 우리
는 레이맨인들에게 대하여 우위를
얻을수있기를바랐느니라.

5 이에 삼백팔십사 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남은 백성을 모
두쿠모라땅으로모아들였느니라.

6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가 우
리의 백성들을 모두 쿠모라 땅으로
모아들여 한무리가 되게 하고 나서,
보라, 나몰몬은늙었고이것이내백
성의 마지막 싸움이 될 줄 알았으며,
또 우리 조상들에 의해 전달되어 내
려온거룩한기록들을레이맨인들의
손에 떨어지게 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께 받았던지라, (이는 레이맨인들
이 이를 파괴할 것임이라) 그리하여
나는 니파이의 판으로부터 ㄱ이 기록
을만들고, 나의아들 ㄴ모로나이에게
내가 준 ㄷ이 몇 장의 판을 제외하고
는 주의 손으로 내게 맡겨졌던 모든
기록을쿠모라산에ㄹ감추었느니라.

7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백성들은이제그들의아내와그들의
자녀들과 더불어 레이맨인들의 ㄱ군
대가 그들을 향하여 진군하여 오는
것을 보고, 모든 간악한 자의 가슴을
채우는 저 끔찍한 사망의 두려움을
안고그들을맞기를기다렸느니라.

8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우
리를 대적하여 싸우러 오매, 저들의
수효가 많음으로 인하여 모든 영혼
에공포가가득하게되었더라.

9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저희는 칼
과 활과 화살과 도끼와 온갖 전쟁 무
기를 가지고 나의 백성들을 엄습하
였느니라.

1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병
사들, 곧참으로나와함께하였던나
의 만 명이 베임을 당하여 엎드러졌
고, 나는부상을입고그가운데엎드
러졌으나, 저들이 나를 지나치고 내
생명에끝을내지아니하였느니라.

11 이에 저들이 우리 중 스물넷을
제외한 (이 가운데 나의 아들 모로나
이가있었느니라) 나의 ㄱ모든백성을
베어 엎드러뜨리고 지나간 후, 우리

6 1ㄱ 니전 12:19; 
예이 1:10; 
앨 45:9~14; 
힐 13:5~11.

2ㄱ 이더 9:3.
6ㄱ 안내판.
ㄴ 몰 8:1.
ㄷ 몰말 1:2.

ㄹ 이더 15:11.
7ㄱ 니전 12:15.

11ㄱ 니전 12:19~20; 
힐 15:17.



백성의 죽은 자 뒤에 살아남은 우리
는, 다음 날 레이맨인들이 저들의 진
으로 돌아가고 난 뒤 쿠모라 산꼭대
기에서, 내가 그 앞에서 이끌었던 나
의 백성 만 명이 베임을 당하여 엎드
러진것을보았더라.

12 그리고 또한 우리는 나의 아들
모로나이가 이끌었던 나의 백성 만
명도보았더라.

13 또 보라 기드긷도나의 만 명도
엎드러졌고, 그도 그 가운데 있었느
니라.

14 또레이마도그의만명과함께
엎드러졌고, 길갈도 그의 만 명과 함
께 엎드러졌고, 림하도 그의 만 명과
함께 엎드러졌고, 예니움도 그의 만
명과 함께 엎드러졌고, 쿠메나이하
와모로나이하와앤티오눔과시블롬
과 셈과 야슈도 각기 그들의 만 명과
함께엎드러졌더라.

15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 밖에도
각기 그 만 명과 함께 칼에 엎드러진
자가십명더있었나니, 참으로나와
함께 있었던 그 스물넷과 또한 남쪽
지방으로 도피한 자 몇몇과 레이맨
인들에게로 도망하여 넘어간 자 몇
몇을 제외하고는 ㄱ모든 나의 백성이
엎드러져 그들의 살과 뼈와 피가 그
들을 살육한 자들의 손으로 버린 바
되어, 땅위에서썩고부스러져서, 그
어미땅으로돌아가게되었더라.

16 이에내백성의살육당한자들
로 인하여 나의 영혼이 고통으로 찢
기운지라내가부르짖기를,

17 오너희아름다운자들아, 어떻
게 너희가 주의 길에서 떠날 수가 있
었더냐! 오너희아름다운자들아, 어
떻게 너희가 너희를 영접하시려고
팔을 벌리고 서 계시던 그 예수를 저
버릴수가있었더냐!

18 보라, 너희가이렇게하지아니
하였던들, 너희가 엎드러지지 아니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보라, 너희는
엎드러졌고, 나는 너희를 잃음을 애
통해하노라.

19 오 너희 아름다운 아들과 딸,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 너희 남편과
아내, 너희 아름다운 자들아, 너희가
엎드러질수있음은어찜이냐!

20 그러나 보라, 너희는 갔고 나
의 슬픔이 너희를 돌아오게 할 수 없
도다.

21 그러나 너희의 죽어야 하는 몸
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며, 지
금 썩어 부스러지고 있는 이 몸들이
반드시속히 ㄱ썩지아니하는몸이될
날이 속히 이르나니, 그때에 너희는
너희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기 위하
여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요, 너희가 만일 의로우면 너
희는 너희보다 앞서 간 너희 조상들
과함께복이있도다.

22 오이큰멸망이너희에게임하
기 전에 너희가 회개하였더라면 좋
았으련만. 그러나보라, 너희는갔고,
아버지, 곧 영원하신 하늘의 아버지
께서 너희의 상태를 아시나니, 그는
그의 ㄱ공의와 ㄴ자비를 좇아 너희에

608몰몬서 6:12~22

15ㄱ 앨 9:24.
21ㄱ 고전 15:53~54.

22ㄱ 안내공의. ㄴ 안내자비로운, 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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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행하시느니라.

제 7 장

몰몬이후일의레이맨인들에게그리
스도를 믿고 그의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을 것을 권고함－성경을
믿는 자는 모두 또한 몰몬경을 믿을
것임. 주후385년경.

그리고이제 보라, 나는 살아남은 이
백성의 ㄱ남은 자들에게 얼마간 말하
고자 하노니,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그들에게 주실진대, 그들로 그
들 조상들의 일에 대하여 알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내가 너희, 곧 너희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들에게 이르
노니,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
이니라.

2 너희는 너희가 이스라엘의 ㄱ집
에속하였음을알라.

3 너희는반드시회개에이르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것을알라.

4 너희는 반드시 너희의 전쟁 무
기를 내려놓고, 다시는 피 흘리는 일
을 기뻐하지 말며, 하나님이 너희에
게 명하시기 전에는 그것을 다시 잡
지말아야한다는것을알라.

5 너희는반드시너희조상들에대
한 ㄱ지식에이르러너희의모든죄와
악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ㄴ믿
되그가하나님의아들이심과유대인
들에게죽임을당하셨으나, 아버지의
권능으로다시일어나사이로써무덤
을이기고 ㄷ승리를얻으셨고또한그
의 안에서 사망의 쏘는 것이 삼키운
바되었음을믿어야함을알라.

6 이에그가죽은자의 ㄱ부활을이
루시매, 이로써 사람은 반드시 일으
킴을 받아 그의 ㄴ심판대 앞에 설 것
이라.

7 또 그가 세상의 ㄱ구속을 이루셨
으매, 이로써 심판 날에 그의 앞에서
ㄴ죄없는것으로발견되는자는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면전에 ㄷ거하게
하여 주심을 얻고, 위에 있는 ㄹ합창
대와 함께 끝없는 ㅁ행복의 상태에서
ㅂ한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
신에게 그치지 않는 찬송을 부르게
되리라.

8 그러므로 회개하여, 예수의 이
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 기록뿐 아니
라 또한 ㄱ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
에게로 나아와서 이방인들로부터
ㄴ너희에게로 나아올 ㄷ기록 안에 들
어 있어 너희 앞에 놓이게 될 그리스
도의ㄹ복음을붙잡으라.

7 1ㄱ 힐 15:11~13.
2ㄱ 앨 10:3.
5ㄱ 니후 3:12.
ㄴ 안내믿음, 믿다; 신앙.
ㄷ 사 25:8; 

모사 16:7~8.
6ㄱ 안내부활.
ㄴ 안내예수 그리스도－

심판자; 심판, 마지막.

7ㄱ 안내구속하다,
구속받은, 구속.

ㄴ 안내의롭게 됨, 
의롭게 되다.

ㄷ 니전 10:21; 
교성 76:62; 
모세 6:57.

ㄹ 모사 2:28.
ㅁ 안내기쁨.

ㅂ 교성 20:28. 
안내하나님, 신회.

8ㄱ 니후 29:4~13.
ㄴ 니전 13:38.
ㄷ 안내성경.
ㄹ 안내복음.



9 이는보라, ㄱ이것은너희로그것
을 ㄴ믿게하려는목적으로기록된것
인바, 만일너희가그것을믿으면너
희는 이것도 믿을 것이요 너희가 이
것을 믿으면 너희는 너희 조상과 또
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된 기이한 일들에 관하여 알게
될것이라.

10 그리고 너희는 또한 너희가 야
곱자손의한남은자요, 그러므로너
희가 첫번 성약의 백성 가운데서 헤
아림을 받는 줄을 알리니, 만일 너희
가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구주의
ㄱ본을따라그가우리에게명하신대
로, 먼저 물로, 그러고 나서 불과 성
신으로 침례를 받을진대, 심판의 날
에너희가잘되리로다. 아멘.

제 8 장

레이맨인들이 니파이인들을 찾아내
어멸함－몰몬경은하나님의권능으
로 나아오게 될 것임－주의 일을 대
적하여 분노와 다툼을 내뿜는 자들
위에화가선포됨－니파이인의기록
은 간악함과 타락과 배도의 날에 나
아올것임. 주후400~421년경.

보라, 나 ㄱ모로나이는 나의 부친 몰
몬의 ㄴ기록을 마무리하노라. 보라,
나는 기록할 것이 얼마 되지 아니하
거니와 이것은 내가 나의 부친에게

서명을받은것이니라.
2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쿠모

라에서의 ㄱ대격전 이후에, 보라, 남
방땅으로도피하였던니파이인들은
ㄴ레이맨인들에게 수색당하여 결국
은모두멸망을당하였느니라.

3 또 나의 부친 역시 저들에게 죽
임을 당하였으며, 내가 다만 ㄱ홀로
남아 나의 백성의 슬픈 멸망의 이야
기를 기록하노라. 그러나 보라, 그들
은갔고, 나는나의부친의명령을이
루노니, 저들이 나를 죽일 것인지 내
가알지못하노라.

4 그러므로 내가 기록하고 이 기
록을 땅에 감출 것이라, 그리고는 내
가어디로가든지상관이없도다.

5 보라, 나의 부친이 ㄱ이 기록을
만드셨고 또 그 의도를 기록하셨나
니, 보라, 내가 ㄴ판에 여백이 있으면
나도 그 의도를 기록할 것이나, 판에
여백이없고, 또광석도내게없으니,
이는 내가 홀로 있음이라. 나의 부친
과 나의 모든 친족은 전투에서 죽임
을 당하였으며, 나는 친구도 없고 갈
곳도 없나니, 어느 때까지 주께서 나
를살려두실지내가알지못하노라.

6 보라, 우리의 구주께서 오신 때
로부터ㄱ사백년이지나갔노라.

7 또 보라, 레이맨인들은 나의 백
성니파이인들을성읍에서성읍으로
이 곳에서 저 곳으로 참으로 그들이
더 이상 없기까지 수색하여 죽였나

610몰몬서 7:9~8:7

9ㄱ 안내몰몬경.
ㄴ 니전 13:38~41.

10ㄱ 니후 31:5~9.
8 1ㄱ 안내모로나이,

몰몬의 아들.
ㄴ 안내판.

2ㄱ 몰 6:2~15.
ㄴ 교성 3:18.

3ㄱ 모로 9:22.
5ㄱ 몰 2:17~18.
ㄴ 몰 6:6.

6ㄱ 앨 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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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그들의 무너짐이 컸도다. 참으로
나의 백성 니파이인들의 ㄱ멸망됨이
크고기이하도다.

8 또보라, 이를행한것은주의손
이라. 또한 보라, 레이맨인들도 서로
ㄱ싸우고 있어, 이 땅의 온 지면이 일
련의 끊임없는 살인과 피흘림의 장
이되어, 아무도이전쟁의끝을알지
못하는도다.

9 또 이제 보라, 내가 그들에 관하
여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땅 위에는 생존한 자가 레이맨인들
과ㄱ도적들밖에없음이라.

10 그리고 예수의 ㄱ제자들, 곧 백
성들의간악함이심히커서주께서백
성들과 함께 ㄴ남아 있기를 용납하지
아니하려하실때까지이땅에머물렀
던예수의제자들외에는참된하나님
을아는자가없으며, 그들이땅위에
있는지아무도알지못하는도다.

11 그러나 보라, 나의 ㄱ부친과 나
는 그들을 보았으며, 그들은 우리에
게성역을베풀었느니라.

12 또 누구든지 이 기록을 받고,
그 가운데 있는 불완전함으로 인하
여이를비난하지아니할자, 그는이
보다 ㄱ더욱 큰 일을 알게 될 것이라.
보라, 나는 모로나이라, 가능하다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줄 수 있기
를원하노라.

13 보라, 나는 이 백성에 관하여

말하기를 마치노라. 나는 몰몬의 아
들이요, 나의부친은니파이의 ㄱ후손
이니라.

14 또 나는 이 기록을 주께 ㄱ감추
는 바로 그 사람이니라. 주의 계명으
로 인하여 그 판은 아무 가치가 없나
니, 이는 그가 진실로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ㄴ이익을 얻기 위하여는 그것
들을 갖지 못할 것이라 하심이니라.
그러나 그 기록은 큰 가치가 있나니
누구든지 이를 빛 가운데로 드러내
는자를주께서축복하시리라.

15 이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이를 빛 가운데
로 드러낼 능력을 가질 수 없음이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ㄱ오직 그의 영광
을, 또는오래흩어져있었던주의옛
성약의 백성의 복리를 전념하여 구
하는 중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
하고계심이라.

16 또한 이것을 빛 가운데로 드러
내는 ㄱ그에게 복이 있으리니, 이는
이것이하나님의말씀대로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ㄴ드러나겠음이라. 참으
로 이것은 땅에서 나올 것이요, 어두
운 데서 비취어 백성들에게 알려지
리니, 이 일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루어질것이라.

17 또 만일 거기에 ㄱ잘못이 있다
하면 그것은 사람의 잘못일지라, 그
러나 보라, 우리는 아무 잘못도 알지

7ㄱ 니전 12:2~3.
8ㄱ 니전 12:20~23.
9ㄱ 몰 2:8.

10ㄱ 3니 28:7; 이더 12:17.
안내세 니파이인
제자들.

ㄴ 몰 1:16.
11ㄱ 3니 28:24~26.
12ㄱ 3니 26:6~11.
13ㄱ 3니 5:20.
14ㄱ 모로 10:1~2.

ㄴ 조역 1:46.

15ㄱ 교성 4:5.
16ㄱ 니후 3:6~7, 11, 13~14.

ㄴ 사 29:18; 
니후 27:29.

17ㄱ 몰 9:31, 33; 
이더 12:23~28.



못하노라. 그러할지라도하나님께서
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그러므로
ㄴ비난하는자는지옥불의위험에처
하지않도록주의할지어다.

18 또 내게 보이라 그렇지 아니하
면 너희가 맞으리라고 말하는 자－
그는 주께서 금하신 것을 명하지 않
도록주의할지어다.

19 이는 보라, 성급하게 ㄱ판단하
는 자는 도로 성급하게 판단을 받을
것임이니, 이는 저의 행위를 따라 저
의 삯이 있을 것임이라. 그러므로 치
는 자는 주께로 말미암아 도로 침을
입으리로다.

20 경전이 무엇을 말하는가 보
라－사람은 치지도 말고, 판단하지
도 말지니, 이는 심판이 내 것이요,
보복도나의것인즉, 내가갚을것임
이니라. 주께서말씀하시느니라.

21 또 주의 일을 대적하며, 주의
성약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집을 대
적하여 분노와 다툼을 내뿜으며 이
르기를, 우리가 주의 일을 무너뜨리
리라. 그리하면 주는 이스라엘의 집
에 세우신 그의 성약을 기억하지 아
니하시리라 할 자－그는 찍혀 불에
던지울위험에처하여있나니,

22 이는 주의 영원한 ㄱ목적들은
그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하여진행되어갈것임이니라.

23 ㄱ이사야의 예언을 상고하라.

보라, 내가그것을기록할수없노라.
참으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이 땅을 소유하였다가 나보다 앞
서 간 그 성도들이 부르짖을 것이라.
참으로 티끌에서부터 그들이 주께
ㄴ부르짖으리니, 주께서 살아 계심같
이 그는 그들과 맺으신 성약을 기억
하시리라.

24 또 그는 그들의 ㄱ기도를 아시
나니, 곧 그들의 기도가 그 형제들을
위한 것이었던 줄을 아시며, 또 그는
그들의 신앙도 아시나니, 이는 그의
이름으로그들이 ㄴ산을움직일수있
었으며, 또 그의 이름으로 그들이 땅
을진동하게할수있었으며, 또그의
말씀의 권능으로써 그들이 ㄷ옥들로
땅에 무너지게 하였음이라. 참으로
그의 말씀의 권능으로 인하여 극렬
한 풀무도 그들을 해하지 못하였으
며, 들짐승이나 독사들도 그들을 해
하지못하였느니라.

25 또 보라, 그들의 ㄱ기도는 또한
주께서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게 하
실자도위한것이었더라.

26 아무도 이것이 나아오지 아니
할 것이라 말할 필요가 없나니, 이는
이것들이 반드시 나아올 것임이라.
이는 주께서 그리 말씀하셨음이니
라. 이는 주의 손으로 말미암아 ㄱ땅
에서 이것들이 나아올 터인 즉 아무
도이것을막지못할것임이라. 또이

612몰몬서 8:18~26

17ㄴ 3니 29:5; 
이더 4:8.

19ㄱ 조성,마 7:1~2; 
3니 14:1~2; 
모로 7:14.

22ㄱ 교성 3:3.

23ㄱ 3니 20:11; 23:1.
ㄴ 사 29:4; 

니후 3:19~20; 26:16.
24ㄱ 이노 1:12~18; 

몰 9:36; 
교성 10:46.

ㄴ 야곱 4:6; 힐 10:9.
ㄷ 앨 14:27~29.

25ㄱ 몰 5:21.
26ㄱ 사 29:4; 

니후 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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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ㄴ기적이폐하여졌다하는날에나
아올 것이요, 참으로 마치 사람이
ㄷ죽은자가운데서말하는것같이나
아올것이라.

27 또 ㄱ비밀 결사와 어둠의 일로
인하여, 성도들의 ㄴ피가주께부르짖
는날에나아올것이라.

28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
이 부인되며, ㄱ교회들이 더럽혀지고
그 마음의 교만 중에 자고하게 된 날
에, 참으로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사
들이 그 마음의 교만 중에 일어나 실
로 그들의 교회에 속한 자들을 시기
하기에이르는날에나아올것이라.

29 참으로 ㄱ이것은 타국 땅에 불
과태풍과 ㄴ연무가있음을듣게되는
날에나타나리니,

30 또 그때에 또한 처처에 ㄱ전쟁
과 전쟁의 소문과 지진이 있음을 듣
게되리라.

31 참으로 이것은 지구상에 큰 오
염이 있는 날에 나아오리니, 살인과
강탈과 거짓말과 속임과 음행과 온
갖 가증함이 있을 것이라. 그때 많은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이렇게 하라,
아니면저렇게하라, 어찌하든지 ㄱ상
관이 없나니, 이는 마지막 날에 주께
서그러한자를 ㄴ붙들어주실것임이
라할것이나, 그러한자들에게화있

나니이는그들이쓰디쓴 ㄷ담즙에빠
져있고불의에매여있음이라.

32 참으로 이것은, 내게로 오라,
너희의 돈으로 인하여 너희가 너희
의 죄 사함을 받으리라 하는 교회들
이세워지는날에나아오리라.

33 오 너희 악하고 패역하며 목이
뻣뻣한 백성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ㄱ이익을 얻고자 너희를 위하여 교회
를 세웠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
님의 거룩한 말씀을 ㄴ변형시켜 너희
영혼에 ㄷ정죄를 자초하고자 하였느
냐? 보라, 너희는하나님의계시를바
라보라. 이는보라, 그날에이모든것
이반드시이루어질때가이름이니라.

34 보라, 이러한 것이 너희 중에
나아올 그 날에 반드시 속히 이를 일
에 관하여 크고 기이한 일들을 주께
서내게보이셨느니라.

35 보라, 마치 너희가 지금 있는
것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아직은 너희가 있지 아니하니라. 그
러나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를 내게 보이신지라, 내가 너희의 행
함을아노라.

36 또나는너희가너희마음의교
만 중에 ㄱ행하며, 다만 몇몇을 제외
하고는그마음의교만중에 ㄴ자고하
여, ㄷ아주 좋은 옷을 입으며, 시기함

26ㄴ 몰 9:15~26; 
모로 7:27~29, 33~37.

ㄷ 니후 26:15~16; 몰 9:30;
모로 10:27.

27ㄱ 안내비밀 결사.
ㄴ 이더 8:22~24; 

교성 87:6~7.
28ㄱ 딤후 3:1~7; 

니전 14:9~10; 

니후 28:3~32; 
교성 33:4.

29ㄱ 욜 2:28~32; 
니후 27:2~3.

ㄴ 니전 19:11; 
교성 45:39~42.

30ㄱ 마 24:6; 
니전 14:15~17.

31ㄱ 니후 28:21~22.

ㄴ 니후 28:8.
ㄷ 앨 41:11.

33ㄱ 안내사제술.
ㄴ 니전 13:26~29.
ㄷ 안내정죄.

36ㄱ 안내걷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ㄴ 야곱 2:13.
ㄷ 앨 5:53.



과 다툼과 악독과 핍박과 온갖 죄악
을 행하기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가
없으며, 너희의 교회는 참으로 모두
가 너희 마음의 교만으로 인하여 오
염된줄을아노라.

37 이는 보라, 너희가 ㄱ돈과 너희
의 재물과 너희의 좋은 옷과 너희의
교회 장식함을 사랑하기를, 가난한
자와궁핍한자, 병든자와고난받는
자들을사랑하는것보다더함이라.

38 오썩을것을위하여너희스스
로를 파는 너희 오염물들, 너희 위선
자들, 너희 교사들아, 어찌하여 너희
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더럽혔
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기를 ㄱ부끄러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결코 그치지 아니
하는저 ㄴ비참보다끝없는행복의가
치가 더 큼을 생각하지 아니하느
냐－세상의ㄷ칭찬으로인함이냐?

39 어찌하여 너희는 생명이 없는
것으로 너희 스스로를 꾸미면서도,
주린 자와, 궁핍한 자와, 벗은 자와,
병든 자와 고난당하는 자들이 너희
곁을 지나가되 그들에게 주의를 기
울이지아니하느냐?

40 참으로 어찌하여 너희는 이익
을얻고자너희의 ㄱ비밀결사를만들
어 과부들로 주 앞에 애통하게 하며,
또한 고아들로 주 앞에 애통하게 하
며, 또한 그들의 부모와 그들의 남편
의 피가 너희의 머리 위에 복수가 임

할 것을 땅에서부터 주께 부르짖게
하느냐?

41 볼지어다, 복수의검이너희위
에걸려있어, 그가성도들의피를너
희에게 ㄱ갚으실 때가 곧 이르나니,
이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가 더 오
래버려두지아니하실것임이니라.

제 9 장

모로나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불러 회개할 것을 권고함－
그는 충실한 자들에게 계시를 주시
고 은사와 표적을 부어 주시는 기적
의하나님을선포함－믿지않음으로
인하여 기적이 그치는 것임－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름－지혜로워
지고 계명을 지킬 것을 사람들에게
권면함. 주후401~421년경.

그리고이제 내가 또한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관하여 말하
노라.

2 보라, 너희는 너희를 징벌하시
는 날에 믿으려느냐－보라, 주께서
오실 때, 곧 참으로 ㄱ땅이 두루마리
처럼 함께 말리우고, 원소들이 뜨거
운 열에 ㄴ녹을 저 ㄷ큰 날에, 참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서게
될 저 큰 날에－그때 너희가 말하기
를하나님이없다하겠느냐?

3 그때에도너희가여전히그리스

614몰몬서 8:37~9:3

37ㄱ 니후 28:9~16.
38ㄱ 롬 1:16; 딤후 1:8; 

니전 8:25~28; 앨 46:21.
ㄴ 모사 3:25.

ㄷ 니전 13:9.
40ㄱ 안내비밀 결사.
41ㄱ 니전 22:14.
9 2ㄱ 몰 5:23; 

교성 63:20~21. 
안내세상－세상의 끝.

ㄴ 암 9:13; 3니 26:3.
ㄷ 말 4:5; 3니 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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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부인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
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너희가 바라
볼 수 있겠느냐? 너희는 너희의 죄를
깨달으며 그와 함께 거하게 될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그의 율
법을 항상 그릇되게만 취급한 죄에
대한 자각으로 너희의 영혼이 찢기
는 듯 할 때, 저 거룩하신 이와 함께
거하는 것이 행복할 줄로 생각하느
냐?

4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룩하시며공의로우신하나님앞에
서 너희의 더러움을 자각하며 그와
함께 거하는 것은, ㄱ지옥에서 ㄴ정죄
받은 영혼들과 함께 거하는 것보다
더욱비참할지니라.

5 이는 보라, 너희가 하나님과 또
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의 거룩하심 앞에서 너희의 ㄱ벌거벗
음을보게될때, 너희에게꺼지지아
니할화염이불붙게될것임이라.

6 그러할진대 오 너희 ㄱ믿지 아니
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께로 ㄴ돌이키
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
히 부르짖으라. 그리하여 혹시라도
저큰마지막날에너희가ㄷ어린양의
피로깨끗하게되어, 흠없고ㄹ정결하
며아름답고흰자로발견되게하라.

7 그리고 또 내가 너희, 곧 하나님

의계시를 ㄱ부인하며, 그것이폐하여
졌고, 계시도 없고, 예언도 없으며,
은사도없고, 병고침도없고, 방언으
로 말함도 없고, 방언을 ㄴ통변함도
없다하는자들에게말하노라.

8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한것을부인하는자는그리스도
의ㄱ복음을알지못하는자라, 참으로
저는 경전을 읽지 아니한 자요, 읽었
더라도그것을ㄴ깨닫지못하는자라.

9 하나님은어제나오늘이나영원
토록 ㄱ동일하시며, 그에게는 변함도
없으시고, 변화하는 흔적도 없으심
을우리가읽지아니하느냐?

10 또이제만일너희가너희스스
로 변화하며 변하는 흔적을 가진 신
을 생각하였다면, 너희는 너희 스스
로 기적의 하나님이 아닌 신을 생각
한것이라.

11 그러나보라, 내가너희에게기
적의 하나님을 보이리니, 곧 아브라
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이는 하늘
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
하신바로그ㄱ하나님이시니라.

12 보라, 그가아담을창조하셨고,
ㄱ아담으로말미암아사람의 ㄴ타락이
왔으며,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 아
버지요아들이신예수그리스도께서

4ㄱ 안내지옥.
ㄴ 안내정죄.

5ㄱ 니후 9:14.
6ㄱ 안내믿지 않음.
ㄴ 겔 18:23, 32; 

교성 98:47.
ㄷ 안내하나님의 어린 양.
ㄹ 안내순수한, 순수.

7ㄱ 3니 29:6~7.

ㄴ 고전 12:7~10; 
신개 1:7.

8ㄱ 안내복음.
ㄴ 마 22:29.

9ㄱ 히 13:8; 
니전 10:18~19; 
앨 7:20; 
모로 8:18; 
교성 20:12.

11ㄱ 창 1:1; 
모사 4:2; 
교성 76:20~24. 
안내예수 그리스도.

12ㄱ 모사 3:26.
ㄴ 안내아담과 이브의

타락.



오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람의ㄷ구속이왔느니라.

13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
암아 온 사람의 구속으로 인하여, 그
들이 주의 면전으로 도로 데려옴을
입나니, 참으로 이리하여 모든 사람
이 구속함을 입는 것이라. 이는 그리
스도의죽으심이 ㄱ부활을이루며, 부
활은 끝없는 ㄴ잠에서의 구속을 이룸
이니, 나팔소리가날때에모든사람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잠에서 깨
어날 것이라. 이에 그들이 무론 대소
하고 나아와, 이 영원한 사망의 ㄷ줄
에서(이사망은현세적사망이라) 구
속함을 입고 풀려나서 모두 그의 심
판대앞에서게될것이니라.

14 그러고 나서 거룩하신 자의
ㄱ심판이그들에게임하며, 그러고나
서 ㄴ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
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행복한 자
는 그대로 행복하고, 불행한 자는 그
대로불행하게될때가오느니라.

15 이제너희, 곧 ㄱ아무기적도행
하실 수 없는 신을 스스로 생각한 너
희 모든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묻고
자하노니내가말한이모든일이일
어났느냐? 이미 끝이 왔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
리고하나님은기적의하나님이시기
를그치지아니하셨느니라.

16 보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우리 눈에 기이하지 아니하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ㄱ일들을 뉘
능히깨닫겠느냐?

17 그의 ㄱ말씀으로 하늘과 땅이
있게 되며, 그의 말씀의 권능으로 사
람이 땅의 ㄴ흙으로 ㄷ창조되었으며,
그의 말씀의 권능으로 기적이 이루
어진 것을 누가 기적이 아니었다 말
하겠느냐?

18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한
ㄱ기적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셨다고
누가 말하겠느냐? 또 사도들의 손으
로도 많은 능한 기적들이 이루어졌
느니라.

19 그리고 그때 만일 ㄱ기적이 이
루어졌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의 하나님이시기를 그치시고도
오히려 불변하시는 존재이시겠느
냐? 그러나보라, 내가너희에게이르
노니 그는 변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만일그리하신다면그는하나님이시
기를 그치실 것이라. 그러나 그는 하
나님이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며,
지금도기적의하나님이시니라.

20 또 그가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서 ㄱ기적을 행하시기를 그치시는 까
닭은 그들이 믿지 않음에 빠지며, 바
른 길에서 떠나 그들이 ㄴ의뢰해야 할
하나님을알지못함으로인한것이라.

616몰몬서 9:13~20

12ㄷ 안내구속하다,
구속받은, 구속.

13ㄱ 힐 14:15~18.
ㄴ 교성 43:18.
ㄷ 교성 138:16.

14ㄱ 안내심판, 마지막.
ㄴ 앨 7:21; 교성 88:35.

15ㄱ 모로 7:35~37; 
교성 35:8. 안내기적.

16ㄱ 시 40:5; 
교성 76:114; 
모세 1:3~5.

17ㄱ 야곱 4:9.
ㄴ 창 2:7; 모사 2:25.

ㄷ 안내창조하다, 창조.
18ㄱ 요 6:14.
19ㄱ 교성 63:7~10.
20ㄱ 삿 6:11~13; 

이더 12:12~18; 
모로 7:35~37.

ㄴ 안내신뢰.



617 몰몬서 9:21~29

21 볼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ㄱ누구든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아니하고그리스도를믿는자는, 저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
는것은무엇이든지저에게주시리니,
이약속은참으로땅끝에이르기까지
모든자에게주시는약속이니라.

22 이는보라, 하나님의아들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물게 될 그의 제자
들에게와, 또한 그의 모든 제자들에
게 무리가 듣는 데서 이같이 말씀하
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ㄱ나아가 만
민에게복음을전파하라.

23 또믿고침례를받는자는구원
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ㄱ정죄를받으리라.

24 또믿는자들에게는이러한ㄱ표
적이 따르리니－그들이 내 이름으로
ㄴ귀신을쫓아내며, 새방언으로말하
며, 뱀을집어올리며, 무슨독을마실
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
에게ㄷ손을얹은즉그들이나으리라.

25 또누구든지내이름을믿고아
무것도 의심하지 아니하는 자, 그에
게는 내가 참으로 땅 끝에 이르기까
지나의모든말을 ㄱ확증하여주리라
하셨음이니라.

26 이제 보라, 누가 주의 일을 대
적할 수 있느냐? ㄱ누가 그의 하시는

말씀을 부인할 수 있느냐? 누가 일어
나 주의 전능한 권능을 대적하겠느
냐? 누가 주의 하시는 일을 멸시하겠
느냐? 누가 그리스도의 자녀를 업신
여기겠느냐? 볼지어다, 주의 하시는
일을 ㄴ멸시하는 너희 모든 자들아,
이는 너희가 기이히 여기고 멸망할
것임이니라.

27 오 그러할진대 경멸하지 말며,
기이히 여기지 말고, 도리어 주의 말
씀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이든지 너
희에게 필요한 것을 예수의 이름으
로 아버지께 구하라.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그리고 옛적과 같이 시작하
여 너희 온 ㄱ마음을 다하여 주께 ㄴ나
아와, 그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구원을ㄷ이루라.

28 너희의시험의날에 ㄱ지혜로우
라. 모든 부정함을 벗어 버리라. ㄴ욕
망으로 쓰려고 구하지 말며, 도리어
흔들리지아니하는굳건함으로구하
여, 너희가 아무 유혹에도 지지 않게
하며, 참되시고 ㄷ살아계신하나님을
섬기도록하라.

29 ㄱ합당하지 않게 침례를 받지
않도록주의하라. ㄴ합당하지않게그
리스도의성찬에참여하지않도록주
의하라. 오직범사를 ㄷ합당하게행하
며, 살아계신하나님의아들예수그

21ㄱ 마 21:22; 3니 18:20.
22ㄱ 막 16:15~16. 

안내선교 사업.
23ㄱ 안내정죄.
24ㄱ 막 16:17~18. 안내표적.

ㄴ 행 16:16~18.
ㄷ 안내병자 축복.

25ㄱ 안내계시; 간증.

26ㄱ 3니 29:4~7.
ㄴ 잠 13:13.

27ㄱ 수 22:5; 
교성 64:22, 34. 
안내마음.

ㄴ 모로 10:30~32.
ㄷ 빌 2:12.

28ㄱ 야곱 6:12.

ㄴ 안내탐욕.
ㄷ 앨 5:13.

29ㄱ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침례 요건.

ㄴ 고전 11:27~30; 
3니 18:28~32.

ㄷ 안내합당, 합당한.



이더서

야렛인들의기록이니, 모사이야왕시대에림하이의백성들이발견한스
물넉장의판에서취한것이라.

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주의하
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고 끝까지 견
디면결단코쫓겨나지아니하리라.

30 보라, 내가 마치 죽은 자 가운
데서말함같이너희에게 ㄱ말하노니,
이는너희가나의말을갖게될줄내
가앎이라.

31 나의 ㄱ불완전함으로인하여나
를 정죄하지 말며, 나의 부친이나 그
의 전에 기록한 이들을 그 불완전함
으로 인하여 정죄하지 말라. 그보다
는 오히려 우리의 불완전함을 너희
에게 나타내사 너희로 우리보다 더
욱 현명하게 되도록 배우게 하신 것
을하나님께감사드리라.

32 또 이제 보라, 우리는 우리에
의하여 전해져 내려오며 우리의 말
하는방식을좇아변경된바, 우리중
에 ㄱ개정된 애굽어라 일컬어지는 글
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따라 이
를기록하였느니라.

33 또만일우리의판이충분히컸
더라면우리가히브리어로기록하였
을 것이라. 그러나 히브리어 또한 우
리에 의하여 변경되었느니라. 그러
나 만일 우리가 히브리어로 기록할

수 있었더라면, 보라, 너희가 우리의
기록에서 불완전함을 찾아볼 수 없
었으리라.

34 그러나 주는 우리의 기록한 것
과 또한 다른 아무 백성도 우리의 언
어를 알지 못함을 아시나니, 그러므
로 다른 아무 백성도 우리의 언어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는 이의 해
석을위한ㄱ방편을마련하셨느니라.

35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ㄱ믿지
않음에 빠져든 우리 형제들의 피가
우리 옷에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더라.

36 또보라, 우리의형제들에관하
여 우리가 ㄱ원한 이러한 일, 곧 그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로 회복
되는 일은 이 땅에 거하였던 모든 성
도의기도에따른것이라.

37 이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신앙대로 응
답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
지께서는 이스라엘의 집과 더불어
세우신 성약을 기억하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
하여 영원토록 그들을 복 주시옵소
서. 아멘.

618몰몬서 9:30~37

30ㄱ 몰 8:26; 모로 10:27.
31ㄱ 몰 8:17; 

이더 12:22~28, 35.

32ㄱ 니전 1:2; 모사 1:4.
34ㄱ 모사 8:13~18; 

이더 3:23, 28; 교성 17:1.

35ㄱ 니후 26:15.
36ㄱ 몰 8:24~26; 

교성 10:46~49.



619 이더서 1:1~29

제 1 장

모로나이가이더의기록을요약함－
이더의 족보가 기술됨－야렛인들의
언어는 바벨탑에서 혼잡 되지 아니
함－주께서 그들을 뛰어난 한 땅으
로 인도하여 그들로 큰 나라를 이루
실것을약속하심.

그리고이제 나 ㄱ모로나이는 이
어서 이 북쪽 지방에서 주의

ㄴ손에멸망당한저옛주민들의기사
를진술하리로다.

2 또 나는 림하이의 백성들이 발
견한바이더서라칭하는 ㄱ스물넉장
의판에서나의기사를취하니라.

3 그리고 생각하건대 이 기록의
첫부분, 곧세상의창조와또한아담
의 창조에 관하여 말해 주며, 그때로
부터큰 ㄱ탑에이르기까지의기사와,
무엇이든지그때까지사람의자녀들
가운데일어났던일들은유대인들이
가지고있은즉－

4 그러므로 나는 ㄱ아담의 시대로
부터 그때까지 일어났던 일은 기록
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 일들이
판에 있은즉, 누구든지 이를 발견하
는 자는 온전한 기사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가질것이니라.

5 그러나 보라, 나는 온전한 기사
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만 탑으로
부터 그들이 멸망당하기까지 그 기

사의일부분을내가진술하노라.
6 이와 같이 그 기사를 내가 진술

하노니, 이 기록을 기록한 자는 ㄱ이
더였고, 그는 코리앤토어의 후손이
더라.

7 코리앤토어는모론의아들이요,
8 모론은이뎀의아들이요,
9 이뎀은에이하의아들이요,
10 에이하는셋의아들이요,
11 셋은시블론의아들이요,
12 시블론은콤의아들이요,
13 콤은코리앤툼의아들이요,
14 코리앤툼은 앰니개다의 아들

이요,
15 앰니개다는아론의아들이요,
16 아론은 헷의 후손이니 헷은 히

아아돔의아들이요,
17 히아아돔은리브의아들이요,
18 리브는키시의아들이요,
19 키시는코롬의아들이요,
20 코롬은레위의아들이요,
21 레위는킴의아들이요,
22 킴은모리앤톤의아들이요,
23 모리앤톤은 리플레이키시의

후손이요,
24 리플레이키시는 세즈의 아들

이요,
25 세즈는헷의아들이요,
26 헷은콤의아들이요,
27 콤은코리앤툼의아들이요,
28 코리앤툼은이머의아들이요,
29 이머는오머의아들이요,

[이더서]

1 1ㄱ 안내모로나이,
몰몬의 아들.

ㄴ 몰 5:23; 교성 87:6~7.

2ㄱ 앨 37:21; 
이더 15:33.

3ㄱ 옴 1:22; 
모사 28:17; 

힐 6:28.
4ㄱ 설명 창세기 1~10장과

같은 시기를 다룸.
6ㄱ 이더 12:2; 15:34.



30 오머는슐의아들이요,
31 슐은키브의아들이요,
32 키브는 오라이하의 아들이요,

오라이하는야렛의아들이더라.
33 이 ㄱ야렛은, 주께서 백성들의

언어를 ㄴ혼잡하게하시며, 그의진노
중에 맹세하시기를 그들이 온 ㄷ지면
에 흩어지리라 하시던 때에, 그의 형
제와 각자의 가족과 함께, 몇몇 다른
자들과 그들의 가족과 함께 큰 탑으
로부터 나아온 자요, 주의 말씀대로
백성들은흩어졌느니라.

34 그리고 야렛의 ㄱ형제는 크고
용사인 자요, 주의 은총을 크게 입은
자였던지라, 그의 형제 야렛이 그에
게 이르되, 주께 부르짖어 우리가 우
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도록 그가
우리를혼란하게하시지않게하라.

3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의
형제가 주께 부르짖으매, 주께서 야
렛을 긍휼히 여기신지라, 그러므로
야렛의 언어를 혼잡하게 아니하시
니, 야렛과 그의 형제가 혼란하게 되
지아니하였더라.

36 이에 야렛이 그 형제에게 일렀
으되, 주께다시부르짖으라. 혹주께
서 우리의 친구되는 자들에게서 그
의 분노를 돌이키시고, 그들의 언어
를혼잡하게아니하시리라.

3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의
형제가 주께 부르짖으매, 주께서 그
들의 친구와 그들의 가족들도 긍휼

히 여기신지라, 그들이 혼란하게 되
지아니하였더라.

38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이 그
의 형제에게 다시 말하여 이르되, 가
서우리를이땅에서쫓아내실지주께
물어보라. 만일 우리를 이 땅에서 쫓
아내실진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지주께부르짖으라. 주께서온땅위
에 ㄱ뛰어난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지 누가 아느냐? 또 만일 그러할진대
우리가주께충실하여그곳을우리의
기업으로받도록하자하였더라.

3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의
형제가 야렛의 입으로 말한 바 된 대
로주께부르짖었더라.

4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야렛의 형제의 부르짖음을 들으시
고, 그를 긍휼히 여기사 그에게 이르
시되,

41 가서 각종 네 양 떼의 암수와
또한각종땅의씨앗과네 ㄱ가족들과
또한 네 형제 야렛과 그의 가족과 또
한네 ㄴ친구들과그들의가족과야렛
의 친구들과 그들의 가족을 함께 모
으라.

42 네가이같이하고나서너는그
들을 이끌고 북편의 골짜기로 ㄱ내려
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네
ㄴ앞에 행하여 세상의 모든 땅 위에
ㄷ뛰어난땅으로들어가겠노라.

43 또거기서내가너와네자손에
게 복을 주어, 네 자손과 네 형제의

620이더서 1:30~43

33ㄱ 안내야렛.
ㄴ 창 11:6~9.
ㄷ 모사 28:17.

34ㄱ 안내야렛의 형제.

38ㄱ 안내약속의 땅.
41ㄱ 이더 6:20.

ㄴ 이더 6:16.
42ㄱ 니전 2:1~2; 

아브 2:3.
ㄴ 교성 84:88.
ㄷ 니전 13:30.



621 이더서 2:1~8

자손과 너와 함께 갈 자들의 자손으
로부터 나를 위하여 한 큰 나라를 일
으키리니, 온 지구상에 내가 네 자손
으로부터 나를 위하여 일으킬 그 나
라보다 더 큰 나라가 없으리라. 이같
이내가네게행할것은이오랜시간
을 네가 내게 부르짖었음으로 인함
이니라하시니라.

제 2 장

야렛인들이 약속된 땅으로 여행할
준비를 함－그 땅은 뛰어난 땅으로
그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쓸어버
림을 당하게 됨－주께서 세 시간 동
안야렛의형제에게말씀하심－야렛
인들이거룻배를지음－주께서야렛
의 형제에게 거룻배를 밝게 할 방안
을제안해보라고하심.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과 그의
형제와 그들의 가족들과 또한 야렛
과 그의 형제의 친구들과 그들의 가
족들이그함께모은바, 그들의각종
양 떼의 암수와 함께 북편의 골짜기
로(그골짜기의이름은 ㄱ니므롯이니
저 영걸한 사냥꾼을 따라 일컫는 것
이더라) 내려갔느니라.

2 또 그들이 올무를 놓아 공중의
새도 잡았으며, 또 그들이 용기를 하
나 준비하여, 거기에 물고기도 담아
서가져갔더라.

3 그리고 그들이 또한 데세레트도
가져갔으니, 이는 해석한즉 꿀벌이
라. 이같이그들이벌떼와, 땅위에있
는온갖것, 각종씨앗을가져갔더라.

4 이에이렇게되었나니그들이니
므롯골짜기로내려오매주께서내려
오사 야렛의 형제와 말씀하셨으나,
그가 ㄱ구름 가운데 계셨던지라, 야렛
의형제가주를보지못하였더라.

5 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그
들에게 명하사 광야로 나아가게 하
시되, 참으로 사람이 결코 있지 아니
하였던 지역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그들 앞
에 행하시며, ㄱ구름 가운데 서셔서
그들과 말씀하시며, 그들이 어디로
여행해야할지지시해주셨더라.

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끊임없이 주의 손으로 지시하심을
받으며, 광야를 여행하고, 거룻배들
을지어타고, 많은물을건넜더라.

7 또 주는 그들이 바다 건너 광야
에서멈추기를용납하고자아니하시
고, 그들로 나아가 참으로 약속의
ㄱ땅에이르게하고자하셨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의로운 백성을 위하
여보존하신바다른모든땅위에뛰
어난땅이더라.

8 또 그는 그의 진노 중에 야렛의
형제에게 맹세하사, 그때로부터 이
후 영원토록 누구든지 이 약속의 땅
을 소유하는 자는 그 곧 참되고 유일
하신하나님을 ㄱ섬겨야하며, 그렇지

2 1ㄱ 창 10:8.
4ㄱ 민 11:25; 

교성 34:7~9; 

조역 1:68.
5ㄱ 출 13:21~22.
7ㄱ 니전 4:14. 

안내약속의 땅.
8ㄱ 이더 13:2.



아니하면 그의 가득한 진노가 그들
에게임할때그들이 ㄴ쓸어버림을당
하리라하셨느니라.

9 이에 이제 우리는 이 땅에 관한
하나님의명령을알수있으니, 곧이
땅은 약속의 땅이요, 무릇 어느 나라
든지 이를 차지하는 나라는 하나님
을 섬길지며, 그렇지 아니하면 그의
가득한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때 그
들이 쓸어버림을 당할 것이라 함이
니라. 또 그의 가득한 진노는 그들의
죄악이 무르익었을 때 그들에게 임
하느니라.

10 이는 보라, 이 땅은 다른 모든
땅 위에 뛰어난 땅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을 차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
길지며, 그렇지 아니하면 쓸어버림
을 당하리니 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명령임이니라. 그러나 이
땅의 자녀들 가운데 죄악이 ㄱ가득해
지기까지는 그들이 ㄴ쓸어버림을 당
하지아니하리라.

11 또 너희 ㄱ이방인들아, 이것이
너희에게나아옴은너희로하나님의
명령을알게하려함이요－그리하여
너희가 회개하여 그 가득함이 임하
기까지 너희의 죄악 중에 계속 행하
지않게하여, 너희가이제까지이땅
의 주민들이 행하여 온 것같이 하나
님의 가득한 진노를 너희 위에 초래
하지않게하려함이니라.

12 보라이는빼어난땅이니, 무릇

어느 나라든지 이를 소유하게 되는
나라는, 만일그들이이땅의하나님,
곧 우리가 기록한 것으로 말미암아
명백히 나타낸 바 되신 예수 그리스
도를 ㄱ섬기기만 하면, 속박에서와,
사로잡힘에서와, 하늘 아래의 모든
나라로부터ㄴ자유롭게되리라.

13 이제 나는 나의 기록을 계속하
노라.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야렛과 그의 동료들을 인도하사 땅
들을 갈라놓는 저 큰 바다로 데려가
시매, 그들이 바다에 이르러 그들의
장막을 치고 그 곳 이름을 모리안쿠
머라 칭하였으며, 그들이 장막에 거
하되 사 년 동안을 바닷가에서 장막
에거하였더라.

1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사 년
말에주께서야렛의형제에게로다시
오사, 구름 가운데 서셔서 그와 말씀
하시되, 세 시간 동안 주께서 야렛의
형제와 말씀하시고 그를 ㄱ질책하시
니, 이는 그가 주의 이름을 ㄴ부르기
를기억하지아니하였던까닭이라.

15 이에 야렛의 형제가 자기의 행
한 악을 회개하고, 자기와 함께 있는
동료들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부른
지라,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동료들의 죄를 사하리라. 그
러나 너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지
니, 이는 나의 ㄱ영이 항상 사람과 함
께 ㄴ애쓰지는 아니할 것임을 너희가
기억할 것임이니라. 그런 즉 만일 너

622이더서 2:9~15

8ㄴ 예이 1:3, 10; 앨 37:28;
이더 9:20.

10ㄱ 니후 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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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이더서 2:16~24

희가 죄로 온전히 무르익기까지 죄
를 범할진대, 너희가 주의 면전에서
끊어 버림을 당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기업을 삼게
할그땅에대한나의생각이라. 이는
그것이 다른 모든 땅 위에 ㄷ뛰어난
땅이될것임이니라하시더라.

16 또주께서이르시되, 가서일하
여 너희가 이제까지 지어 온 거룻배
의 방식을 따라 지으라 하시니라. 이
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의 형제와
또한 그의 동료들이 가서 일하여, 주
의 ㄱ지시를 좇아, 그들이 지었던 방
식을 따라 거룻배들을 지으매, 그 배
들은 작으며, 물 위에서 가볍기가 참
으로마치물위에뜬새의가벼움같
았더라.

17 또 그 배들은 아주 ㄱ물샐틈없
이 지어져 마치 접시처럼 물을 가둘
만 하였으며, 그 바닥도 물샐틈없기
가마치접시같았으며, 그옆면도물
샐틈없기가 마치 접시 같았으며, 그
양끝은 뾰족하였으며, 그 위도 물샐
틈없기가 마치 접시 같았으며, 그 길
이는 나무 하나의 길이였으며, 그 문
도 닫으면 물샐틈없기가 마치 접시
같았더라.

1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의
형제가 주께 부르짖어 아뢰되, 주여,
주께서 내게 명하신 일을 내가 실행
하여 주께서 나를 지도하신 대로 거
룻배들을만들었나이다.

19 그러나 주여, 보소서, 그 안에
빛이 없나이다. 어디로 우리가 방향

을 돌려야 하오리이까? 또한 우리가
죽게되오리니, 이는그안에있는공
기 외에는 그 안에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없으므로 우리가 죽게 될 것임이
니이다.

20 이에 주께서 야렛의 형제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는위와또한아래
에 구멍을 하나씩 낼지니, 네가 공기
가 부족할 때 너는 구멍을 열고 공기
를 받을지니라. 또 만일 물이 네게로
들어오거든, 보라, 너희는 구멍을 막
아서 넘치는 물에 잠겨 죽지 않게 할
지니라.

2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의
형제가 주께서 명하신 대로 그리 행
하였더라.

22 그리고 다시 주께 부르짖어 아
뢰되,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하여 나의 백성
을 위하여 배를 예비하였사오나, 보
소서, 그 안에 빛이 없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로 이 큰 물
을 암흑 중에 건너도록 버려두시려
하나이까?

23 이에 주께서 야렛의 형제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배 안에 빛
을 갖도록 내가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는보라, 너희가창을가
질 수 없나니, 이는 그것이 부서져 산
산조각이 될 것임이요, 너희가 불을
가져가지도말지니, 이는너희가불빛
에의지하여행하지아니할것임이라.

24 이는 보라, 산 같은 파도가 너
희 위에 부딪치므로 너희가 바다 한

15ㄷ 이더 9:20. 16ㄱ 니전 17:50~51. 17ㄱ 이더 6:7.



가운데 있는 고래 같을 것임이라. 그
러나 내가 바다 깊은 곳에서 너희를
다시인도해올리리니, 이는 ㄱ바람이
내입에서나아갔으며, ㄴ비와넘치는
물도내가보내었음이라.

25 이에보라, 이러한것에대비하
여 내가 너희를 예비시키노니, 이는
바다의 파도와 나아간 바람과 밀려
올 넘치는 물에 대비하여 내가 너희
를 예비시키지 아니하고는, 너희가
이큰깊음을건널수없음이니라. 그
러한즉 너희가 바다 깊은 곳에 삼키
울 때에 너희가 빛을 갖도록 내가 너
희를 위하여 어떻게 예비하여 주기
를원하느냐?

제 3 장

야렛의 형제가 열여섯 개의 돌을 만
지시는주의손가락을봄－그리스도
께서 자기의 영체를 야렛의 형제에
게 보여 주심－완전한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는 휘장 안이 금한 바 될 수
없음－야렛인의기록을빛으로드러
내기위하여해석기가마련됨.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의 형제
가, (이제예비된배의수가여덟이었
더라) 심히 높으므로 사람들이 셀렘
이라 일컫는 산으로 나아가, 한 바위
로부터 작은 돌 열여섯 개를 녹여내
었으니, 그것들은 투명한 유리같이
희고 맑았더라. 이에 그가 그것들을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 주께 다
시부르짖어이르되,

2 주여, 주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넘치는 물에 둘러싸일 것이라 하셨
나이다. 이제주여보시옵고, 주앞에
서 주의 종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
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주는 거룩하사 하늘에 거하시오며,
우리는 주 앞에 합당하지 아니한 줄
앎이니이다. ㄱ타락으로 인하여 우리
의 ㄴ천성이 끊임없이 악하게 되었사
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주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사 우리로 주를
부르게 하셨사오니, 이는 주께로부
터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바대로 받
게하려하심이니이다.

3 주여 보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를 치시고 우
리를몰아내시매, 우리가이여러해
동안 광야에서 있었나이다. 그러하
올지라도 주는 우리에게 ㄱ자비를 베
푸셨나이다. 주여, 나를 보시고 불쌍
히 여기사, 주의 백성에게서 주의 노
여움을 돌이키시고, 그들로 암흑 중
에 이 격노하는 깊음을 건너 나아가
게 하지 마시옵고, 내가 바위에서 녹
여낸이것들을보시옵소서.

4 그리고주여, 주께서는모든 ㄱ권
능을 가지셨사옵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무엇이든지원하시는일이면
다 하실 수 있는 줄 내가 아오니, 그
러므로 주여, 주의 손가락으로 이 돌
들을 만지사, 그것들이 암흑 중에 빛

624이더서 2:25~3:4

24ㄱ 이더 6:5.
ㄴ 시 148:8.

3 2ㄱ 안내아담과 이브의

타락.
ㄴ 모사 3:19.

3ㄱ 이더 1:34~43.

4ㄱ 안내권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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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하도록 예비해 주시옵소서. 그
리하시오면그것들이우리가예비한
배 안에서 우리에게 빛을 발하리니,
우리가 바다를 건너는 동안 우리에
게빛이있으리이다.

5 주여 보시옵소서, 주는 이를 행
하실 수 있나이다. 주께서는 사람들
의이해력에는작아 ㄱ보이는큰권능
을 능히 보이실 수 있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의
형제가 이 말을 하고 나자, 보라, ㄱ주
께서 그의 손을 내어미사 그의 손가
락으로 돌을 하나씩 만지시니, 야렛
형제의눈에서 ㄴ휘장이걷히고, 저가
주의 손가락을 보매, 살과 피를 가진
사람 손가락 같더라. 이에 야렛의 형
제가 주 앞에 엎드러졌으니, 이는 저
가두려움에사로잡혔음이라.

7 이에 주께서 야렛의 형제가 땅
에 엎드러진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
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네가 엎
드러졌느냐?

8 이에 저가 주께 여짜오되, 내가
주의 손가락을 보고 주께서 나를 치
실까 두려워하였사오니, 이는 주께
서 살과 피를 가지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음이니이다.

9 이에 주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네신앙으로인하여장차내가 ㄱ살과
피를 입게 될 것을 네가 보았거니와,

사람이 일찍이 너와 같이 그처럼 큰
신앙으로 내 앞에 나아온 일이 결코
없었느니라. 이는 그렇지 아니하였
더라면 네가 나의 손가락을 볼 수 없
었을 것임이니라. 네가 이것 외에 본
것이더있느냐?

10 이에 저가 대답하되, 없나이
다. 주여, 주를내게보이시옵소서.

11 이에 주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내가할말을믿느냐?

12 또 저가 대답하되, 주여, 그러
하오이다. 주께서 진리를 말씀하시
는줄을내가아오니, 이는주는진리
의하나님이시라, ㄱ거짓말하실수없
으심이니이다.

13 또 저가 이 말을 하고 나자, 보
라, 주께서자신을저에게 ㄱ보이시고
이르시되, ㄴ네가이러한일들을아는
고로 타락에서 구속되었나니, 그러
므로 네가 나의 면전으로 다시 데려
옴을 입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
게나를ㄷ보이노라.

14 보라, 나는세상의기초가놓이
던 때로부터 나의 백성을 ㄱ구속하도
록 예비된 자니라.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나는 ㄴ아버지요 아들이
니라. 나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ㄷ생명을 얻되 영원히 얻으리니, 곧
나의 이름을 믿을 자들이라. 그들이
나의ㄹ아들과나의딸이되리라.

15 그러나 내가 창조한 사람에게

5ㄱ 사 55:8~9; 
니전 16:29.

6ㄱ 안내예수 그리스도.
ㄴ 이더 12:19, 21.

9ㄱ 안내살; 예수 그리스도;
필멸의, 필멸.

12ㄱ 히 6:18.
13ㄱ 교성 67:10~11.

ㄴ 이노 1:6~8.
ㄷ 안내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필멸 이전의
존재.

14ㄱ 안내구속하다,
구속받은, 구속; 구속주.

ㄴ 모사 15:1~4.
ㄷ 모사 16:9.
ㄹ 안내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내가 결코 나를 보이지 아니하였었
나니, 이는사람이결코너와같이나
를 ㄱ믿지아니하였음이니라. 네가나
의 ㄴ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네가 보
느냐? 참으로 만인이 태초에 나의 형
상대로창조되었느니라.

16 보라, 네가 지금 보는 바 이 몸
은 나의 ㄱ영의 몸이니, 사람을 내가
나의 영의 몸을 따라 창조하였고, 또
내가 지금 네게 영으로 있는 것처럼
장차 나의 백성에게 육신으로 나타
나리라하시니라.

17 또이제나모로나이가말한대
로, 나는기록된이일들을모두기술
할 수 없나니, 그러므로 나는 예수께
서 참으로 니파이인들에게 자기를
ㄱ보이신것같이그동일한몸의모양
과 모습으로 이 사람에게 자기를 영
으로 보이셨음을 말하는 것으로 족
하도다.

18 또 그는 니파이인들에게 성역
을 베푸셨던 것같이 저에게 성역을
베푸셨으니, 이 모두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주께서 저에게 보이신 많은
큰 일들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이심
을알게하려하심이었더라.

19 또 이 사람의 지식으로 인하여
저에게는 ㄱ휘장안을바라볼수없도
록금할수없었나니, 이에저가예수
의 손가락을 보았으며, 이를 저가 보
았을 때 저가 두려움으로 엎드러졌
으니, 이는 그것이 주의 손가락인 줄

을저가알았음이라. 이에저가더이
상 신앙에서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알았고 아무것도 의심하
지아니함이었더라.

20 그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이 완
전한 지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저
에게는 휘장 안이 ㄱ금한 바 될 수 없
었던지라, 그러므로 저가 예수를 보
았고 예수께서는 저에게 성역을 베
푸셨더라.

21 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야
렛의 형제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는
내가육신으로내이름을영광스럽게
할 ㄱ때가 이르기까지, 네가 보고 들
은 이 일들을 세상에 나아가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한즉 너는 네가 보고
들은 일들을 보배롭게 간직하고, 그
것을아무에게도보이지말지니라.

22 또 보라, 네가 내게 나아올 때,
너는 그것을 기록하고 봉하여, 아무
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게 할지니,
너는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언어로
그것을기록할지니라.

23 또보라, 이 ㄱ두돌을내가네게
주리니, 너는 이것도 네가 기록할 것
과함께인봉할지니라.

24 이는보라, 네가기록할언어를
내가 이미 혼잡하게 하였음이니, 그
러므로 나의 정한 때에 내가 이 돌들
로 네가 기록할 이 일들이 사람들의
눈에크게보이게하리로다.

25 또주께서이말씀을하시고나

626이더서 3:16~25

15ㄱ 안내믿음, 믿다.
ㄴ 창 1:26~27; 모사 7:27;

교성 20:17~18.
16ㄱ 안내영.

17ㄱ 3니 11:8~10.
19ㄱ 안내휘장.
20ㄱ 이더 12:19~21.
21ㄱ 이더 4:1.

23ㄱ 안내우림과 둠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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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야렛의 형제에게 그때까지 있었
던땅의 ㄱ모든주민들과또한앞으로
있을모든자를보이시며, 땅끝에이
르기까지 저의 보는 데서 그들을 감
추지아니하셨더라.

26 이는 전에 저에게 말씀하시기
를, ㄱ만일저가주께서 ㄴ모든것을저
에게 보이실 수 있다고 주를 ㄷ믿을
것같으면－그것을저에게보이시리
라고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아무것도 저에게 감추실 수 없으셨
나니, 이는 주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보이실 수 있으신 줄을 저가 알았음
이더라.

27 또 주께서는 저에게 이르시되,
이일들을기록하고 ㄱ인봉하라. 내가
나의 정한 때에 사람의 자녀들에게
이를보이리라하셨더라.

28 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저
에게 명하사 저로 저가 받은 두 ㄱ돌
도 인봉하고,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
에게 이를 보이시기까지 그것을 보
이지말게하셨더라.

제 4 장

모로나이가 야렛의 형제가 기록한
것을인봉하라는명을받음－이것은
사람들이 야렛의 형제와 같은 신앙
을 갖게 되기까지 드러나지 아니할
것임－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그
의 말씀과 그의 제자들의 말을 믿으

라명하심－사람들에게회개하고복
음을믿고구원을받으라명하심.

또한 주께서 야렛의 형제에게 명하
사 주의 면전에서 물러가 산을 내려
가서 그가 본 것을 ㄱ기록하게 하시
되, 주가십자가위에 ㄴ들리시기까지
그것이사람의자녀들에게나아감을
금하셨으니, 이 까닭에 모사이야 왕
은 이를 간직하고 그리스도께서 자
기 백성에게 자신을 보이시기까지
이것이 세상에 나아가지 않게 하였
더라.

2 그러나그리스도께서진실로자
기 백성에게 자신을 보이신 후에 그
는이일을드러낼것을명하셨더라.

3 또 이제 그 후에 그들이 모두 믿
지 않음에 빠져들었고, 레이맨인들
외에는 아무도 없으되, 그들이 그리
스도의 복음을 배척한지라, 그러므
로 나는 이를 다시 땅에 ㄱ감추라는
명령을받았느니라.

4 보라, 내가 이 판에 야렛의 형제
가본바로그일을기록하였노니, 야
렛의 형제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일보
다더큰일이결코나타내신바되지
아니하였도다.

5 그리하여 주께서 내게 명하사
이를 기록하게 하시므로, 내가 이를
기록하였으며, 또 주께서 내게 명하
사 이를 ㄱ인봉하게 하시고, 또한 명
하시기를 그 해석도 인봉하라 하신

25ㄱ 모세 1:8.
26ㄱ 이더 3:11~13.

ㄴ 이더 4:4.
ㄷ 안내믿음, 믿다.

27ㄱ 니후 27:6~8.
28ㄱ 교성 17:1.
4 1ㄱ 이더 12:24. 

안내경전.

ㄴ 이더 3:21.
3ㄱ 몰 8:14.
5ㄱ 이더 5:1.



지라,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좇
아ㄴ해석기들을인봉하였도다.

6 이는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방인들이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여
주 앞에 정결하게 되는 날까지 이것
은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이라하셨음이라.

7 주께서말씀하시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내 안에서 ㄱ성결하게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참으로 야렛의 형제
가 행한 것같이 나를 믿는 신앙을 행
사하는그날에, 그때내가야렛의형
제가 본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어 나
의 모든 계시를 그들에게 밝혀 주리
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늘과 땅
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의 ㄴ아버
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하시느니라.

8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대적하여
ㄱ다툴자는저주를받을지어다. 또이
러한것을 ㄴ부인할자도저주를받을
지어다. 이는 그들에게 내가 ㄷ더 큰
일들을 보이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는내가곧말하는그임이니라.

9 이에 나의 명령에 하늘이 열리
기도 하고 ㄱ닫히기도 하며, 나의 말
에 ㄴ땅이 진동하며, 나의 명령에 땅
의 주민들이 불에 없어지듯 멸망하
리라.

10 또나의말을믿지아니하는자
는 나의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나니,
만일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 너
희가 판단하라. 이는 ㄱ마지막 날에
말하는 이가 나인 줄을 너희가 알 것
임이니라.

11 그러나 내가 말한 이 일들을
ㄱ믿는 자에게는, 내가 내 영의 나타
냄으로 방문하리니, 그가 알고 증거
할 것이라. 이는 나의 영으로 말미암
아 저가 이러한 것들이 ㄴ참된 줄을
ㄷ알 것임이니, 이는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선을행하도록설득함이
니라.

12 또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게로부
터이니, 나에게서가 아니고는 ㄱ선이
아무에게서도나지아니함이니라. 내
가 곧 사람들을 모든 선으로 인도하
는 자니, 내 말을 ㄴ믿지 아니하는 자
는 나를－곧 내가 존재함을 믿지 아
니할 것이요,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
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지 아니
하리라. 보라, 나는아버지라, 나는세
상의ㄷ빛이요, ㄹ생명이요, 진리니라.

13 너희 이방인들아, ㄱ내게로 오
라. 그리하면 내가 더 큰 일, 곧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감추어진 지식을
너희에게보여주리라.

14 너희 이스라엘의 집이여, 내게

628이더서 4:6~14

5ㄴ 교성 17:1; 조역 1:52.
안내우림과 둠밈.

7ㄱ 안내성결하게 됨.
ㄴ 모사 3:8.

8ㄱ 3니 29:5~6; 몰 8:17.
ㄴ 니후 27:14; 28:29~30.
ㄷ 앨 12:10~11; 

3니 26:9~10.
9ㄱ 왕상 8:35; 교성 77:8.
ㄴ 힐 12:8~18; 몰 5:23.

10ㄱ 니후 33:10~15.
11ㄱ 교성 5:16.

ㄴ 이더 5:3~4; 
모로 10:4~5.

ㄷ 안내간증.
12ㄱ 앨 5:40; 

모로 7:16~17.
ㄴ 3니 28:34.
ㄷ 안내빛, 그리스도의 빛.
ㄹ 요 8:12; 앨 38:9.

13ㄱ 3니 12:2~3.



629 이더서 4:15~5:3

로 오라.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
이던때로부터아버지께서얼마나큰
일들을너희를위하여간직해두셨는
지너희에게 ㄱ나타내리니, 그것이이
제까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음
은믿지않음으로인함이니라.

15 보라, 너희로너희의참담한간
악함의 상태와 마음의 완악함과 생
각의 눈먼 데에 머물게 하였던 믿지
않음의 휘장을 너희가 찢어 버리는
그때,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
터너희에게 ㄱ감추어져온크고도기
이한 일들이－참으로 너희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내 이름
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그때, 이스라
엘의 집이여, 아버지께서 너희 조상
들에게세우신성약을기억하셨음을
너희가알게될것이라.

16 그때내가나의종요한으로하
여금기록하게한나의 ㄱ계시가만민
의 눈에 밝혀지리라. 기억하라, 너희
가 이러한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것
이 과연 나타날 때가 가까운 줄을 알
지니라.

17 그러므로 ㄱ너희가 이 기록을
받게 될 때 너희는 이 온 땅 위에 아
버지의일이시작된줄을알라.

18 그러므로 너희 땅의 모든 끝이
여 ㄱ회개하라. 그리고 내게로 와서,
나의복음을믿고내이름으로 ㄴ침례

를받으라. 이는믿고침례를받는자
는 구원을 얻으려니와, 믿지 아니하
는자는정죄를받을것임이라. 또내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ㄷ표적이 따르
리라.

19 또 마지막 날에 나의 이름에
ㄱ충실한 자로 밝혀진 그는 복이 있
나니, 이는 그가 들리워 ㄴ세상의 기
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그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임이니
라. 볼지어다 이를 말한 자는 나이니
라. 아멘.

제 5 장

세 증인과 기록 그 자체가 몰몬경의
진실성에대한증거가될것임.

그리고이제 나 모로나이는 내 기억
을 좇아 내게 명하신 말씀을 기록하
였고, 또 내가 ㄱ인봉한 것을 너희에
게 일렀은즉, 그러므로 이에 손을 대
어번역하려하지말라. 이는그일이
너희에게는 금지되었음이니, 다만
차차 그 일이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
일때허락되리라.

2 또 보라, 너희는 이 기록을 드러
내도록돕게될 ㄱ자들에게이판들을
보여줄수있는특권을갖게되리라.

3 또 ㄱ세사람에게이판들이하나

14ㄱ 교성 121:26~29.
15ㄱ 니후 27:10.
16ㄱ 계 1:1; 

니전 14:18~27.
17ㄱ 3니 21:1~9, 28.
18ㄱ 3니 27:20; 

모로 7:34.

ㄴ 요 3:3~5.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필수적임.

ㄷ 안내성령의 은사.
19ㄱ 모사 2:41; 

교성 6:13. 
안내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짊어짐.
ㄴ 니후 9:18.

5 1ㄱ 니후 27:7~8, 21;
이더 4:4~7.

2ㄱ 니후 27:12~14; 
교성 5:9~15.

3ㄱ 니후 11:3; 27:12.



님의 권능으로 보여질 것이라. 그리
하여 그들은 이러한 것들이 ㄴ참됨을
분명히ㄷ알게되리라.

4 또 세 ㄱ증인의 입으로 이 일이
확립되리니, 세 증인의 증거와, 하나
님의 권능과 또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이 증거하시는 그의 말씀을 보
일 이 기록이－이 모두가 마지막 날
에세상을대하는증거가될것이라.

5 그러한즉만일그들이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ㄱ나아오
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접될
것이니라.

6 그리고 이제 내게 이 같은 일을
전할 권세가 없다면, 너희가 판단하
라. 이는 너희가 나를 볼 때에 내가
권세를 가졌음을 너희가 알 것임이
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것임이니라. 아멘.

제 6 장

야렛인들의 거룻배가 바람에 밀려
약속된 땅으로 감－백성들이 주의
선하심으로인하여주를찬양함－오
라이하가 그들 위에 왕으로 임명
됨－야렛과그의형제가죽음.

그리고이제 나 모로나이는 계속하
여 야렛과 그 형제의 기록을 진술하
리로다.

2 이는이렇게되었음이니야렛의
형제가 산으로 가지고 올라온 ㄱ돌들

을 주께서 예비하여 주신 후에 야렛
의 형제가 산에서 내려와, 그 돌들을
예비된 배 안에 두되 양 끝에 하나씩
두었더니, 보라, 그것들이 배를 밝히
더라.

3 이에 이같이 주께서 돌들로 암
흑 중에 빛을 발하게 하사 남자와 여
자와 아이들에게 빛을 주어, 그들로
암흑 중에 큰 물을 건너지 않게 하셨
느니라.

4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물
위에서 먹고 지낼 만한 온갖 양식과
또한 그들의 양 떼와 소 떼와 그들이
데리고 갈 모든 짐승이나 동물이나
새를 막론하고 그 양식을 준비한 후
에－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이 모
든일을행한후에그들의배곧거룻
배에 올라, 스스로를 주 그들의 하나
님께 맡기고, 바다로 출항하여 나아
갔더라.

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 하나
님께서 수면 위에 약속의 땅을 향하
여부는 ㄱ맹렬한바람을일으키시매,
그로 인해 그들이 바람 앞에서 바다
물결위에요동하였더라.

6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은 그
들위에부서지는산같은파도와, 또
한 맹렬한 바람이 일으키는 크고 무
서운 폭풍으로 인하여 여러 번 바다
깊이묻혀졌더라.

7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깊
은 바다에 묻혔을 때에도 그들을 해
할수있는물이없었으니, 그들의배

630이더서 5:4~6:7

3ㄴ 이더 4:11.
ㄷ 교성 5:25.

4ㄱ 교성 17편 머리말과

1~3절 참조; 또한
몰몬경 앞 부분에 있는
세 증인의 증언 참조.

5ㄱ 몰 9:27; 모로 10:30~32.
6 2ㄱ 이더 3:3~6.
5ㄱ 이더 2: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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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ㄱ물샐틈없기가 마치 접시 같았음
이요, 또한 그 배들은 물샐틈없기가
마치노아의 ㄴ방주같았나니, 그러므
로 그들이 많은 물에 둘러싸였을 때
주께 부르짖으매, 주께서 그들을 다
시물위로이끌어내셨더라.

8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물
위에 있는 동안 바람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불기를 결코 그치지 아니하
였나니, 이리하여 그들은 바람 앞에
밀려나아갔더라.

9 이에 그들이 주께 찬송을 부르
되, 참으로 야렛의 형제는 주께 ㄱ찬
송을부르며, 온종일주께 ㄴ감사하며
주를 찬양하였고, 밤이 되어도 그들
은 주 찬양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
더라.

10 또 이같이 그들이 밀려 나아가
매, 바다의 아무 괴물도 그들을 깨뜨
릴수없었고, 그들을상하게할고래
도 없었으며, 물 위에서나 물 속에서
나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빛이 있었
더라.

11 이에 이같이 그들이 물 위에서
삼백사십사일을밀려나아가더라.

12 그리고 약속된 땅의 해안에 상
륙하였나니, 그들이 약속된 땅의 해
안에그들발을디뎠을때, 그들은땅
위에 엎드려 주 앞에 스스로 겸손하
게 되어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많
은 친절하신 자비로 인하여 주 앞에
기쁨의눈물을흘렸더라.

13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

이그땅위에나아가땅을갈기시작
하였더라.

14 또 야렛에게는 네 아들이 있어
그들을 예이콤과 길가와 메이하와
오라이하라하였더라.

15 또 야렛의 형제도 아들과 딸들
을낳았더라.

16 그리고 야렛과 그 형제의 ㄱ친
구는 수효가 대략 스물두 명이라. 그
들도 약속된 땅으로 오기 전에 아들
과 딸들을 낳았던지라, 그러므로 그
들이많아졌더라.

17 또그들은주앞에서겸손히ㄱ행
하도록 가르침을 받았고, 또한 높은
곳으로부터도ㄴ가르침을받았더라.

18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지
면에 퍼지며, 번성하며 땅을 갈기 시
작하여, 그땅에서점차강해졌더라.

19 또 야렛의 형제가 늙어 자기가
반드시 곧 무덤으로 내려갈 것임을
알았던지라, 그가 야렛에게 이르기
를, 우리의 백성을 함께 모아 그들을
계수하고 우리가 우리의 무덤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들이 우리에게 무
엇을원하는지그들에게알아보도록
하자하였더라.

20 이에 따라서 백성들이 함께 모
이니, 이제 야렛의 형제의 아들과 딸
의 수효는 스물두 명이요, 야렛의 아
들과 딸의 수효는 열둘인데, 그에게
아들은넷이었더라.

21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
들의 백성을 계수하고, 저들을 계수

7ㄱ 이더 2:17.
ㄴ 창 6:14; 모세 7:43.

9ㄱ 안내노래하다.

ㄴ 대상 16:7~9; 앨 37:37;
교성 46:32.

16ㄱ 이더 1:41.

17ㄱ 안내걷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ㄴ 안내계시.



하고 난 후에, 그들이 그들의 무덤으
로 내려가기 전에 그들이 행하기를
저들이 원하는 것을 저들에게 물어
보았더라.

2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들
은 그들에게 그들의 아들 중 하나에
게 ㄱ기름을 부어 저들 위에 왕을 삼
아줄것을원하였더라.

23 그러나이제보라, 이는그들을
슬프게 하는 일이었더라. 이에 야렛
의 형제가 저들에게 이르되 정녕 이
일은 사로잡힘으로 ㄱ인도하는도다
하였더라.

24 그러나 야렛이 그의 형제에게
이르되, 저들을 용납하여 저들로 왕
을 갖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가
저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아들들 중
에서 너희가 원하는 왕을 택하라 하
니라.

2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야렛의 형제의 장자를 택하매, 그의
이름은 페이개그더라. 그러나 이렇
게 되었나니 그가 거절하고 그들의
왕이 되고자 아니하는지라, 백성들
은 그의 부친이 그를 강제하기를 원
하였으나, 그의 부친이 그리하고자
아니하고, 오히려 아무도 강제하여
그들의 왕을 삼지 말 것을 그들에게
명하였더라.

2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페이개그의 형제를 모두 택하였으
나, 그들도원하지아니하였더라.

27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의 아
들들도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

리하고자 아니한지라, 이에 오라이
하가 기름 부음을 받고 백성들 위에
왕이되었더라.

28 이에 그가 다스리기 시작하고,
백성들은 번영하기 시작하여, 그들
이심히부하게되었더라.

29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이 죽
고그의형제도죽으니라.

30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오라이하
가주앞에겸손히행하며, 주께서그
의 부친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신 것을 기억하였고, 또한 자기
의 백성에게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
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
는지를가르쳤더라.

제 7 장

오라이하가의로운가운데다스림－
찬탈과 다툼의 와중에, 경쟁하는 슐
과코호어의왕국이세워짐－선지자
들이 백성들의 간악함과 우상 숭배
를정죄하고, 그때백성들이회개함.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오라이하
가그의모든날동안그땅에서공의
로 판결하였고, 그의 날은 심히 많았
더라.

2 또 그가 아들과 딸을 낳았으니,
참으로 그가 서른한 명을 낳았고 그
중에아들스물셋이있었더라.

3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또한
그의 노년에 키브를 낳았더라. 또 이
렇게 되었나니 키브가 그를 대신하

632이더서 6:22~7:3

22ㄱ 안내기름 붓다. 23ㄱ 삼상 8:10~18; 모사 29: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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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다스렸고 키브는 코리호어를 낳
았더라.

4 그리고 코리호어가 서른두 살
때 그 부친을 모반하여, 니허 땅으로
건너가서 거하였고, 저가 아들과 딸
을 낳으매 그들이 심히 아름다워진
지라, 그러므로 코리호어가 많은 백
성을 이끌어내어 자기를 좇게 하였
더라.

5 이에 저가 군대를 함께 모은 후
에 왕이 거하는 모론 땅으로 올라가
서 그를 사로잡으니, 이에 그들이 사
로잡힘에 들게 되리라 한 야렛의 형
제의ㄱ말이이루어졌느니라.

6 이제 왕이 거하던 모론 땅은 니
파이인들이 황무라 칭하는 땅에서
가깝더라.

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키브가
심히 나이 많게 되기까지 키브와 그
의 백성이 그의 아들 코리호어 아래
에서 사로잡힌 중에 거하였더라. 그
러나 키브가 아직 사로잡힌 중에 있
을때그의노년에슐을낳았더라.

8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슐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였고, 슐이 점점
강하여져서, 사람의 힘으로 볼 때 용
사가 되었으며, 그가 또한 판단함이
비상하였던지라.

9 그러므로그가에브라임산으로
가서, 그산에서녹여내어, 그가이끌
어 낸 자들을 위하여 강철로 칼을 만
들고, 칼로 그들을 무장시킨 후에 니
허 성으로 돌아와, 그 형제 코리호어
와 싸워 이로써 왕국을 얻고 왕국을

그부친키브에게로회복시켰더라.
10 이에 이제 슐이 행한 그 일로

인하여 그 부친이 그에게 왕국을 넘
겨준지라, 그러므로 그가 그 부친의
대신에다스리기시작하였더라.

11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공의
로 판결하였으며, 백성들의 수가 심
히 많아진고로 그가 그 왕국을 그 온
지면에뻗어나가게하였더라.

12 또 이렇게 되었나니 슐도 많은
아들과딸을낳았더라.

13 또 코리호어가 자기의 행한 많
은 악을 회개한지라, 슐이 자기의 왕
국에서그에게권능을주었더라.

14 또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호어
에게는 아들과 딸이 많이 있었고, 코
리호어의 아들 중에는 이름이 노아
라하는아들이있었더라.

15 또 이렇게 되었나니 노아가 슐
왕과 자기 부친 코리호어를 거스려
모반하여, 자기의 형제 코호어와 또
한 자기의 모든 형제와 많은 백성을
이끌어내었더라.

16 또 그는 슐 왕과 싸워 그들의
첫번기업의땅을얻고, 그지역을다
스리는왕이되었더라.

17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저가 다시
슐 왕과 싸워, 슐 왕을 잡고, 그를 모
론으로사로잡아갔더라.

18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저가 바야
흐로 그를 사형에 처하려 하였을 때,
슐의 아들들이 밤에 노아의 집에 숨
어 들어가 저를 죽이고, 옥문을 부수
고 그 아버지를 이끌어내어, 그를 그

7 5ㄱ 이더 6:23.



왕국의자기보좌에앉혔더라.
19 그리하여 노아의 아들이 저의

대신에 저의 왕국을 건설하였으나,
그들이 다시는 슐 왕을 이길 세력을
얻지 못하였고, 슐 왕의 통치하에 있
는 백성들은 심히 번영하여 점점 강
대해졌더라.

20 이에나라가나뉘어, 두왕국이
있게 되었으니, 슐의 왕국과 노아의
아들코호어의왕국이라.

21 또 노아의 아들 코호어가 자기
의 백성들로 하여금 슐을 공격하여
싸우게 하였으나, 이 싸움에서 슐이
그들을이기고코호어를죽였더라.

22 이제 코호어에게는 니므롯이
라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니므롯이
코호어의 왕국을 슐에게 바치고 슐
의 눈에 은혜를 입게 된지라, 그리하
여슐이그에게큰은혜를내렸고, 그
는 슐의 왕국에서 자기의 원하는 대
로행하였더라.

23 또한슐의통치때에백성들가
운데 주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
지자들이 와서 백성들의 간악함과
ㄱ우상숭배가그땅에저주를초래하
고 있어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
하면멸망당할것임을예언하니라.

24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
들은 선지자들을 욕하고 그들을 조
롱하였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슐 왕은 선지자들을 욕하는 모든 자
를심판하였더라.

25 또 한 법을 그 온 땅에 두루 시
행하여, 선지자들에게 어디든지 그

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권능을 주었
으니, 이 까닭에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었더라.

26 또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과 우
상 숭배를 회개한지라 주께서 그들
을살려주시매, 그들이그땅에서다
시 번영하기 시작하였더라. 또 이렇
게 되었나니 슐이 그의 노년에 아들
과딸을낳았더라.

27 이에슐의시대에더이상전쟁
이 없었고, 그는 주께서 그의 조상들
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들, 곧 큰 깊
음을 ㄱ건너약속된땅으로그들을인
도하신 일을 기억하였던지라, 그리
하여 그는 그의 모든 날 동안 공의로
판결하였더라.

제 8 장

왕국을 두고 다툼과 분쟁이 있음－
에이키시가 왕을 죽이기 위해 맹세
로 맺어진 비밀 결사를 만듦－비밀
결사는악마에게로말미암은것이며
나라의 멸망을 초래함－모든 땅과
국민과 나라의 자유를 뒤엎기를 꾀
할 비밀 결사에 대하여 현대의 이방
인들에게경고함.

또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오머를 낳
으매, 오머가 그의 대신에 다스렸고,
오머는 야렛을 낳았으며, 야렛은 아
들과딸들을낳았더라.

2 또 야렛이 그 부친을 모반하여,
헷 땅에 가서 거하였더라. 또 이렇게

634이더서 7:19~8:2

23ㄱ 안내우상 숭배. 27ㄱ 이더 6:4, 12.



635 이더서 8:3~12

되었나니저가그간교한말로인하여
많은사람들을감언으로꾀어이윽고
왕국의절반을얻기에이르렀더라.

3 그리고 저가 왕국의 절반을 얻
은 후에는 그 부친을 대적하여 싸워,
그 부친을 사로잡아 가서, 그로 사로
잡힌중에지내게하였더라.

4 이에 이제 오머의 통치 시대에
그가 그의 날의 절반을 사로잡힌 중
에 있었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
가 아들과 딸을 낳으매 그 중에 에스
롬과코리앤투머가있더라.

5 이에 그들이 그들의 형제 야렛
의 소위로 인하여 심히 노한지라, 마
침내 한 군대를 일으켜 야렛을 대적
하여 싸우니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밤에저를쳤더라.

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야렛의 군대를 도륙하고 나서 바야
흐로 저를 또한 죽이려 하였으나, 저
가 그들에게 자기를 죽이지 말 것을
간청하고 그리하면 나라를 자기 부
친에게 바치겠다 한지라, 이에 이렇
게 되었나니 그들이 저의 목숨을 살
려주었더라.

7 그러나 이제 야렛은 나라를 잃
었음으로 인하여 심히 슬퍼하게 되
었으니, 이는 저가 그 마음을 나라와
세상의영광에두었음이더라.

8 이제 야렛의 딸은 심히 능란하
더니, 그 아버지의 슬픔을 보고 나라
를 그 아버지에게 되찾아 줄 계획을
꾸미려고생각하였더라.

9 이제야렛의딸이심히아름다웠
던지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가
그 아버지와 더불어 말하고,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내아버지께그처럼
많은 슬픔이 있나이까? 우리 조상들
이 큰 깊음을 건너 가져온 기록을 읽
지 아니하셨나이까? 보소서, 옛 사람
들에관한바, 곧그들이그들의ㄱ은밀
한계획으로나라와큰영광을얻었다
한기사가있지아니하니이까?

10 그러므로 이제 내 아버지께서
는 사람을 보내어 킴노오의 아들 에
이키시를 부르시옵소서. 보소서, 내
가 아름다우니, 내가 그의 앞에서
ㄱ춤을 추어, 그를 기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나를 아내로 원하오
리니, 그런즉 만일 그가 나를 자기에
게 아내로 줄 것을 아버지께 원하오
면, 그때 아버지께서는 이르시기를,
네가왕곧내부친의머리를내게가
져오면 내가 그를 주리라 하소서 하
였더라.

11 이제 오머는 에이키시의 친구
였던지라, 그러므로 야렛이 사람을
보내어 에이키시를 부르매 야렛의
딸이 그의 앞에서 춤을 추어 그를 기
쁘게 하는지라, 이에 그가 저를 아내
로 원하였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
니 그가 야렛에게 이르되, 저를 내게
아내로달라하더라.

12 이에야렛이그에게이르되, 네
가 만일 왕, 곧 내 부친의 머리를 내
게 가져오면 내가 저를 네게 주리라

8 9ㄱ 3니 6:28; 
힐 6:26~30; 
모세 5:51~52.

10ㄱ 막 6:22~28.



하였더라.
1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에이키

시가 자기의 모든 친족을 야렛의 집
으로 모아들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청할 일에 대
하여 내게 충실하겠다고 나에게 맹
세하겠느냐하였더라.

1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모두, 하늘의 하나님과 또한 하늘들
과또한땅과저희의머리로 ㄱ맹세하
여, 누구든지 에이키시가 청한 도움
에서 일탈하는 자는 그 머리를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에이키시가 그들
에게 알게 한 것을 무엇이라도 누설
하는자, 그는그생명을잃을것이라
하였더라.

15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같이 그
들이 에이키시와 맹약하매, 에이키
시가 역시 권력을 추구하던 옛적 사
람들이 준 맹세, 곧 처음부터 살인자
였던 ㄱ가인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왔
던ㄴ맹세를그들에게하였더라.

16 또 그러한 것은 이러한 맹세를
백성들에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어
둠 속에 머물게 하고, 권력을 추구하
는자들을도와권력을얻게하며, 살
인하게 하며, 약탈하게 하며, 거짓말
하게 하며, 온갖 간악함과 음행을 범
하게 하려 하여 악마의 능력에 의해
보존되었던것이더라.

17 또이러한옛일들을찾아볼것
을 야렛의 마음에 넣은 것은 야렛의
딸이요, 야렛은 이를 에이키시의 마

음에 넣은지라, 그러므로 에이키시
가 이를 그의 친족과 친구들에게 주
어, 그럴듯한 약속으로 그들을 이끌
어내어,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행하게하였더라.

18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옛
적 사람들같이 비밀 ㄱ결사를 만들었
으니, 이러한 결사는 하나님 보시기
에 무엇보다도 가장 가증하고 간악
한것이라.

19 이는 주께서는 비밀 결사로 일
하시지 아니하시며, 사람이 피를 흘
림도 원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사
람이 있기 시작한 때로부터 모든 일
에있어이를금하셨음이라.

20 그리고 이제 나 모로나이는 그
들의 맹세와 결사의 방식을 기록하
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백성 가운
데 이러한 일이 있으며, 레이맨인들
중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는 줄 내가
알게되었음이라.

21 또이러한일들이내가지금말
하고있는이백성의멸망과또한니파
이백성의ㄱ멸망을초래하였음이라.

22 또 무릇 어떠한 나라일지라도
권력과 이익을 얻기 위해 이러한 비
밀 결사를 옹호하여 이로 나라에 만
연하게 하기에 이를진대, 보라, 그들
은 멸망당하리라. 이는 주께서 그들
이 흘릴 그의 성도들의 ㄱ피가 그들
위에 ㄴ복수가 임할 것을 땅에서부터
항상그에게부르짖도록버려두시지
는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원수를 갚

636이더서 8:13~22

14ㄱ 안내신성모독하다,
신성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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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주지 아니하고 버려두시지는 아
니하실것임이라.

23 그러한즉, 너희이방인들아, 이
러한 것을 너희에게 보임은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니, 이는 이로써 너희
가너희의죄를회개하고 ㄱ권력과이
익을 얻기 위하여 세워진 이러한 살
인 결사들이 너희를 이김을 용납하
지않게하려하심이요－또그일, 참
으로 곧 그 멸망의 일이 너희에게 임
함을 용납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
만일 너희가 이러한 일이 있도록 용
납할진대, 참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의 공의의 검이 너희 위에 내려서 너
희를엎으며멸할것이라.

24 그러한즉, 주께서 너희에게 명
하시나니, 너희가 이러한 일들이 너
희 가운데 생김을 보거든, 너희 가운
데 있을 이 비밀 결사로 인하여 너희
는 깨어나 너희의 참담한 처지를 깨
달을지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죽임
을 당한 자들의 피로 인하여 그 비밀
결사에 화 있을진저, 이는 그들이 그
비밀결사위에, 또한그것을세운자
들 위에 복수가 임할 것을 티끌에서
부터부르짖음이니라.

25 이는 이렇게 됨이니 누구든지
그러한 것을 세우는 자는 모든 땅과
국민과 나라의 ㄱ자유를 뒤엎기를 꾀
하는 자요, 그러한 것은 만백성의 멸
망을 가져옴이라, 이는 그것이 악마
에 의하여 세워짐이니 그는 모든 거
짓의 아비라, 참으로 우리의 시조를

ㄴ꾄 바로 그 거짓말쟁이니, 참으로
처음부터사람으로살인을범하게한
바로 그 거짓말쟁이라, 그가 처음부
터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들이 선지자들을 살해하며 그들을
돌로치며그들을쫓아내었느니라.

26 그리하여 나 모로나이는 악이
사라지게 하며, 사탄이 사람의 자녀
들의마음을다스릴 ㄱ아무권능도갖
지못할때가이르게하도록, 또그들
이 ㄴ설득을받아끊임없이선을행하
게 되어 모든 의의 근원으로 나아와
구원을 받게 되도록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라는명을받았느니라.

제 9 장

왕국이 세습과 음모와 살인에 의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넘
어감－이머는의의아들을보았음－
많은선지자들이회개를외침－백성
들이기근과독사의재앙을당함.

그리고이제 나 모로나이는 나의 기
록을 계속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이
렇게 되었나니 에이키시와 그의 친
구들의 ㄱ비밀 결사로 말미암아, 보
라, 그들이 오머의 왕국을 전복하였
더라.

2 그럼에도불구하고주께서는오
머에게와, 또한 그의 멸망을 꾀하지
아니한 그의 아들과 딸에게 자비를
베푸셨더라.

23ㄱ 니전 22:22~23; 
모세 6:15.

25ㄱ 안내자유로운, 자유.

ㄴ 창 3:1~13; 니후 9:9;
모사 16:3; 모세 4:5~19.

26ㄱ 니전 22:26.

ㄴ 니후 33:4; 
모로 7:12~17.

9 1ㄱ 이더 8:13~17.



3 이에 주께서 꿈에 오머에게 경
고하사 그 땅을 떠나라 하신지라, 오
머가 그의 가족과 더불어 그 땅을 떠
나여러날을여행하여 ㄱ시므산근처
에 이르러, 그 곁을 지나 니파이인들
이 멸망당한 ㄴ곳 근처로 와서, 그 곳
에서부터 동쪽으로 나아가 바닷가에
가까운애블롬이라하는곳에이르러
거기에, 그와 또한 그의 아들들과 그
의 딸들과 야렛과 그 가족을 제외한
그의모든권속이그장막을쳤더라.

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이
간악한 손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백
성들 위에 왕이 되매, 저가 그 딸을
에이키시에게아내로주었더라.

5 그러나이렇게되었나니에이키
시가 그 장인의 생명을 찾으며, 그가
고대인들의 맹세로 맹세하게 한 자
들에게 청하매, 저희가 그의 장인의
목을, 저가자기보좌에앉아저의백
성을접견하고있을때취하였더라.

6 이는 이 간악한 비밀 단체의 퍼
짐이 심히 커서 온 백성의 마음을 부
패하게 하였음이라, 그리하여 야렛
이 자기의 보좌 위에서 살해당하였
고, 에이키시가 저의 대신에 다스리
더라.

7 또이렇게되었나니에이키시가
자기아들을시기하기시작하였던지
라, 그를 옥에 가두고 먹을 것을 거
의, 혹은 전혀 주지 아니하여 마침내
죽게하였더라.

8 이에 이제 죽음을 당한 자의 형
제가, (그의 이름은 니므라더라) 그

아버지가 그의 형제에게 행한 바로
인하여그아버지에게노하였더라.

9 이에이렇게되었나니니므라가
소수의 사람들을 함께 모아 그 땅에
서 도망하여 와서 오머와 함께 거하
였더라.

10 또 이렇게 되었나니 에이키시
의 원하는 바를 좇아 온갖 불의를 행
하기로그에게맹세하였음에도불구
하고, 에이키시가 다른 아들들을 낳
으매 그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
더라.

11 이제 에이키시의 백성들은 참
으로 에이키시가 권력을 얻기 원하
듯 이익을 얻기 원하였던지라, 그러
므로에이키시의아들들이저희에게
돈을 주어 그로써 백성의 태반을 이
끌어내어자기들을좇게하였더라.

12 이에 에이키시의 아들들과 에
이키시와의사이에전쟁이시작되어
여러 해 동안 계속되더니, 참으로 그
나라의 거의 모든 백성이 멸망하기
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오머의 집과
함께 도망한 자들과 삼십 명을 제외
하고는모두가멸망한지라.

13 그리하여 오머가 다시 그의 기
업의땅으로회복되었더라.

14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오머가 늙
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그가 그 노년
에 이머를 낳고, 이머에게 기름을 부
어 왕이 되게 하여 자기의 대신에 다
스리게하였더라.

15 또 이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한 후에 그가 이 년 동안 그 땅

638이더서 9:3~15

3ㄱ 몰 1:3; 4:23. ㄴ 몰 6:1~15.



639 이더서 9:16~26

에 평화를 보고 죽었으니, 그가 심히
많은 날을 보았어도, 그 날들은 슬픔
에 찬 날들이었더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이머가 그의 대신에 다스
리며그부친의발자취를따르더라.

16 이에주께서다시그땅에서저
주를 거두기 시작하시니, 이머의 다
스림하에 이머의 집이 심히 번영하
여, 육십이년동안에저들이심히강
하여지더니, 이윽고 그들이 심히 부
하게되어－

17 온갖 과일과 곡식과 비단과 세
마포와 금과 은과 귀한 것들을 갖게
되었고,

18 또한 온갖 축우, 곧 황소와 암
소와 양과 돼지와 염소와 또한 사람
의 식용으로 쓸 여러 다른 종류의 짐
승을갖게되었더라.

19 그리고그들에게는또한 ㄱ말과
나귀도 있었으며, 거기 코끼리와 쿠
렐롬과 쿠몸도 있었으니, 이 모두는
사람에게 유용한 것이요, 특히 코끼
리와 쿠렐롬과 쿠몸이 더욱 그러하
였더라.

20 이에 이와 같이 주께서는 다른
모든 땅 위에 ㄱ뛰어난 이 땅에 그의
복을 부으셨고, 그는 또 명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땅을 소유하는 자는 주
를 위하여 이를 소유할 지니라 하셨
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의 죄악
이무르익을때그들이 ㄴ멸망되리라.
이는 그러한 자들 위에 내가 나의 가
득한 진노를 쏟을 것임이니라 주께

서말씀하시느니라.
21 이에 이머가 그의 평생에 공의

로 판단하고, 많은 아들과 딸을 낳았
으며, 그가 코리앤툼을 낳아 코리앤
툼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의 대신에
다스리게하였더라.

22 그리고 그가 코리앤툼에게 기
름을 부어 자기의 대신에 다스리게
한 뒤 사 년을 살며, 그 땅에 평화를
보았고, 또한 그가 참으로 의의 ㄱ아
들을 보고, 그의 날을 기뻐하며 영광
스러워 하기까지 하였으며, 이에 그
가평안히죽었더라.

23 또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앤툼
이 그 부친의 발자취를 따르며, 많은
큰 성읍들을 건축하였고, 그의 평생
에 백성에게 선한 바를 베풀었으나,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심히 나이 많
기까지자녀가없었더라.

2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의
아내가 백이 세가 되어 죽은지라, 이
에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앤툼이 그
의 노년에 한 젊은 여자를 아내로 취
하여 아들과 딸을 낳은지라, 이리하
여 그가 백사십이 세가 되기까지 살
았더라.

25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콤을
낳으매, 콤이 그의 대신에 다스렸고,
저가 사십구 년을 다스렸으며, 저가
헷을 낳았고 또한 다른 아들과 딸들
도낳았더라.

26 이에 백성들은 다시 온 지면에
퍼졌고, 땅위에는또다시심히큰간

19ㄱ 니전 18:25.
20ㄱ 이더 2:15.

ㄴ 이더 2:8~11.

22ㄱ 3니 25:2.



악함이 생겼으며, 헷은 그의 부친을
멸하기 위하여 다시 옛적의 은밀한
계획을받아들이기시작하였더라.

2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가 자
기 부친의 왕위를 폐하였으니, 이는
저가 자기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대
신에다스렸음이라.

28 이에 그 땅에 다시 선지자들이
나타나그들에게회개를부르짖되－
그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가 그 땅 위에
임할것이라. 참으로한큰기근이있
으리니,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중에멸망당할것이라하였더라.

29 그러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저들을 쫓아내
며, 저들 가운데 더러는 구덩이에 던
져넣어죽게버려두었더라. 또이렇
게 되었나니 그들은 헷 왕의 명을 좇
아이모든일을행하였더라.

3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 땅에
큰 흉년이 들기 시작하였고, 흉년으
로 인하여 주민들이 심히 빠르게 멸
망당하기 시작하였으니, 이는 지면
에비가있지아니함이러라.

31 또땅위에독사들도나아와많
은 사람들을 물었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희의 양 떼가 독사들 앞
에서, 니파이인들이 ㄱ제이라헤믈라
라 칭하는 남방 땅을 향하여 도망하
기시작하였더라.

32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것들 가
운데 도중에 죽은 것이 많았으나, 그

럼에도 남방 땅까지 도망한 것들이
더러있었더라.

3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ㄱ뱀들로그것들을더이상뒤쫓지않
게 하시고, 다만 길을 막아 백성들이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시고, 누구든
지 지나가기를 꾀하는 자들은 독사
에게물려엎드러지게하셨더라.

34 또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들이
짐승들이 지나간 길을 따라가며, 도
중에 쓰러진 것들의 시체를 먹되, 이
윽고 그것들을 다 먹기까지 그리하
였더라. 이제 백성들은 자기들이 반
드시 멸망하게 되었음을 보고 자기
들의 죄악을 ㄱ회개하며 주께 부르짖
기시작하였더라.

3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주 앞에 충분히 스스로 ㄱ겸손하였을
때 주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시니, 백
성들이 다시 소생하기 시작하였고,
북쪽 지방과 그 주변의 모든 지방에
소산이 열리기 시작하였으며, 주께
서는그들을기근으로부터보전하심
으로 그의 권능을 그들에게 보이셨
더라.

제 10 장

왕들의 계승이 이어짐－왕들 중 더
러는의롭고더러는간악함－의로움
이 성할 때 주께서는 백성들에게 복
을주시고번영하게하심.

640이더서 9: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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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이렇게 되었나니 헷의 후손인 세
즈는－이는 헷과 그의 모든 권속이
세즈를 제외하고는 기근으로 다 멸
절되었음이라－그리하여 세즈는 와
해된 백성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였
더라.

2 또 이렇게 되었나니 세즈가 그
조상들의 패망을 기억하고 의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이는 저가 주께서
야렛과 그의 형제를 인도하여 깊은
바다를 ㄱ건너게하실때행하신일을
기억하였음이라, 이에 저가 주의 길
로행하였고아들과딸을낳았더라.

3 그러나 이름이 세즈인 저의 장
자가 저를 모반하였더라. 그러나 세
즈가 그 심히 큰 부로 인하여 도적의
손에 매맞은 지라, 이에 그의 부친에
게다시평화가찾아왔더라.

4 또이렇게되었나니그의부친이
그 땅에 많은 성읍을 세웠고, 백성들
은다시온지면에퍼지기시작하였으
며, 세즈가 나이 심히 많기까지 살며
리플레이키시를낳고죽으매, 리플레
이키시가그의대신에다스렸더라.

5 그러나이렇게되었나니리플레
이키시가 주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많
은 처와 ㄱ첩을 두고, 또 지기 힘든 그
것을 사람들의 어깨에 지웠음이라.
참으로 저는 중한 세금을 그들에게
서 거두어, 그 세금으로 많은 광대한
건물들을건축하였더라.

6 또 자기를 위하여 심히 아름다
운보좌를세웠으며, 또많은옥을지

어 징세에 응하려 아니하는 자를 옥
에던져넣고, 세를바칠능력이없는
자도 옥에 던져 넣었으며, 그들로 끊
임없이 스스로의 생계를 위하여 일
하게 하고, 일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누구든지사형에처하였더라.

7 이리하여 저가 저의 모든 좋은
물품을 얻었으니, 참으로 자기의 정
금을 저가 옥에서 정제하게 하였고,
또 온갖 정교한 수공일을 옥에서 하
게 하였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저
가 자기의 음행과 가증한 일로 백성
들을괴롭히더라.

8 또 저가 사십이 년 동안 다스린
후에 백성들이 일어나 저를 모반하
매, 그땅에다시전쟁이시작되어이
윽고리플레이키시는죽임을당하고,
그후예들은그땅에서쫓겨났더라.

9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여러
해 후에 모리앤톤이 (그는 리플레이
키시의 후예라) 쫓겨난 자들의 군대
를 모아 백성들에게로 나아가 싸워
서 많은 성읍을 다스리는 권력을 얻
었느니라. 또 싸움이 심히 맹렬하여
져서 여러 해 동안 지속되더니, 그가
그온땅을다스리는권력을얻어, 스
스로그온땅의왕이되었더라.

10 또그가스스로왕이된후에는
백성들의 짐을 가볍게 하여, 이로써
백성들의 눈에 은혜를 입으매, 그들
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을
삼았더라.

11 이에 저가 백성들에게는 공의
를 행하였으나, 자신에게는 아니하

10 2ㄱ 이더 6:1~12. 5ㄱ 야곱 3:5; 모사 11:2.



였나니 그의 많은 음행 까닭이라. 그
리하여 그는 주의 면전에서 끊어졌
느니라.

12 또 이렇게 되었나니 모리앤톤
이 많은 성읍을 건축하였고, 그의 다
스림하에 백성들이 심히 부하게 되
어, 건물과금과은과곡물재배와양
떼와 소 떼 및 저희에게로 회복된 것
들이다풍부하였더라.

13 또 모리앤톤은 심히 많은 수를
누리다가, 그때 킴을 낳았고 킴이 그
부친의 대신에 다스렸으며, 저가 팔
년을다스리고저의부친이죽었더라.
또이렇게되었나니킴이의로운가운
데다스리지아니한지라, 그러므로저
가주께은혜를입지못하였더라.

14 이에 저의 형제가 일어나 저를
모반하여 저를 사로잡으매, 저가 저
의 평생을 사로잡힌 중에 있었고, 사
로잡힌 중에 아들과 딸을 낳았으며,
저의노년에레위를낳고죽었더라.

15 또 이렇게 되었나니 레위가 그
부친이 죽은 후에 사십이 년 동안 사
로잡힌 중에 지내다가, 그 땅의 왕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켜, 그로 말미
암아스스로나라를취하였더라.

16 그리고 저가 스스로 나라를 취
하고 나서는 주가 보시기에 바른 일
을 행한지라, 백성들이 그 땅에서 번
영하였으며, 저가 장수하며, 아들과
딸을 낳았고, 저가 또한 코롬을 낳으
매, 그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 대신에
왕이되게하였더라.

17 또 이렇게 되었나니 코롬이 그

의 평생에 주가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였고, 많은 아들과 딸을 낳았으
며, 그가 많은 날을 본 후에 나머지
세상 사람과 같이 죽으매, 키시가 그
의대신에다스렸더라.

18 또 이렇게 되었나니 키시도 죽
고, 리브가그의대신에다스리니라.

19 또 이렇게 되었나니 리브가 또
한 주가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였
고, 리브의시대에 ㄱ독사가진멸되었
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 땅의 백성
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냥하러 남방
땅으로 갔으니, 이는 그 땅이 수풀의
짐승들로 뒤덮였음이라. 또한 리브
자신도큰사냥꾼이되었더라.

20 또 그들은 바다가 육지를 나누
는 곳 근방, 좁은 지협 근방에 한 큰
성읍을건축하였더라.

21 또남방땅은사냥감을얻기위
하여 광야로 보존하였고, 북방 땅은
온지면이주민들로뒤덮였더라.

22 또그들은심히근면하였고, 서
로 사고팔며 장사하여 이익을 얻었
더라.

23 또그들은온갖광석을다루어,
금과 은과 ㄱ철과 놋과 온갖 금속을
만들었으며그것을땅에서캐내었던
지라, 그리하여 그들이 금과 은과 철
과 동의 광석을 얻기 위해 쌓아 올린
흙이 거대한 더미를 이루었으며, 그
들은또온갖세공일을하였더라.

24 또 그들에게는 비단과 세마포
가 있었으며, 그들은 옷을 입어 그들
의 벌거벗음을 가리우고자 온갖 옷

642이더서 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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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이더서 10:25~11:3

감을만들었더라.
25 또땅을경작하기위한온갖도

구, 곧땅을갈고씨를뿌리며거두며
김을매며, 또한타작을하기위한온
갖도구를만들었더라.

26 또 온갖 도구를 만들어 그것을
가지고그들의짐승을부렸더라.

27 또그들은온갖전쟁무기를제
조하고, 심히 정교한 솜씨의 온갖 물
품을만들었더라.

28 그들보다더복을받고또주의
손으로 더 번영하게 하심을 입은 백
성이있을수없었더라. 또그들은모
든 땅 위에 뛰어난 땅에 있었으니 이
는주께서그리말씀하셨음이니라.

2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리브가
많은 해를 살며 아들과 딸을 낳았으
며, 그가또한히아아돔을낳았더라.

30 또 이렇게 되었나니 히아아돔
이 그 부친의 대신에 다스렸으나, 히
아아돔이 이십사 년을 다스린 후에,
보라, 저가 나라를 빼앗기고 여러 해
를 사로잡힌 가운데 지냈으니, 참으
로저의여생을모두그리하였더라.

31 또 저가 헷을 낳으매 헷이 그
평생을 사로잡힌 중에 살았으며, 헷
이 아론을 낳으매, 아론도 그 평생을
사로잡힌 가운데 거하였으며, 저가
앰니개다를 낳으매, 앰니개다도 또
한 그 평생을 사로잡힌 가운데 거하
였으며, 저가 코리앤툼을 낳으매 코
리앤툼도 그 평생을 사로잡힌 가운
데거하였으며, 저가콤을낳았더라.

3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콤이 나

라의 절반을 이끌어 내어, 사십이 년
동안 나라의 절반을 다스렸고, 저가
앰기드 왕을 대적하여 싸우러 가매,
그들이여러해동안싸우더니, 이기
간 동안 콤이 앰기드를 이기고, 나라
의나머지에대한권력을얻었더라.

33 또콤의시대에그땅에도적들
이 생겼으니, 그들이 옛 계획을 받아
들여, 고대인들의방식을좇아 ㄱ맹세
를 하고, 나라를 멸하기를 다시 꾀하
더라.

34 이제 콤이 그들을 대적하여 많
이 싸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들을쳐서이기지못하였더라.

제 11 장

전쟁과 불화와 간악함이 야렛인의
생활을지배함－회개하지않는이상
야렛인들이 완전히 멸망할 것임을
선지자들이 예언함－백성들이 선지
자들의말을저버림.

또한 콤의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 큰 백성이 회개하고 주께
로 돌이켜 그들의 살인과 간악함을
버리지 아니할진대, 그들이 멸망당
할것을예언하였더라.

2 그러나이렇게되었나니선지자
들이 백성들에게 배척당하고, 콤에
게로 피하여 보호를 구하였으니, 이
는 백성들이 그들을 멸하기를 꾀하
였음이라.

3 이에 저들이 콤에게 많은 것을

33ㄱ 안내맹세; 비밀 결사.



예언하였고, 그는 그 여생 동안 내내
복을받았더라.

4 이에 그가 장수하며 시블롬을
낳으매, 시블롬이 그의 대신에 다스
렸으나, 시블롬의 형제가 저를 대적
하여모반한지라, 그온땅에심히큰
전쟁이시작되었더라.

5 또 이렇게 되었나니 시블롬의
형제가백성들의멸망을예언한모든
선지자를사형에처하게하였더라.

6 또 온 땅에는 큰 재난이 있었으
니, 이는 저들이,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땅과또한그백성위에
큰 저주가 임할 것과 또 지상에 결코
있지 아니하였던 큰 멸망이 그들 가
운데 있어, 그들의 뼈가 지면 위에
ㄱ흙무더기같이 될 것임을 증거했었
음이라.

7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간악한
결사로 인하여 주의 음성에 귀를 기
울이지 아니하였나니, 그리하여 그
온 땅에 전쟁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
작하였고, 또한 많은 기근과 역병이
임하기 시작하여, 이윽고 큰 멸망이
있으매, 그같은것이지상에결코알
려진 적이 없던 것이었으니, 이 모든
일이시블롬의시대에일어났더라.

8 이에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기 시작하매, 그들이 회개하
는 만큼 주께서는 그들에게 ㄱ자비를
베풀어주셨더라.

9 또 이렇게 되었나니 시블롬이
죽임을 당하였고, 셋이 사로잡힌 바

되어 그 평생을 사로잡힌 중에 거하
였더라.

10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의 아들
에이하가 나라를 얻고 저의 평생에
백성을 다스렸으되, 저가 자기 시대
에 온갖 죄악을 행하여 그로써 많은
피를흘렸으며, 저의날수는얼마되
지아니하였더라.

11 또 이뎀이 에이하의 후예로 나
라를 얻었으나, 저도 자기 시대에 간
악한일을행하였더라.

1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이뎀의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백
성들에게 또다시 예언하였으니, 참
으로 그들이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아
니하면 주께서 그들을 지면에서 온
전히멸하실것을예언하였더라.

13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
들이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저
들의 말에 ㄱ귀 기울이고자 아니하는
지라, 선지자들이 애통해 하며 백성
중에서물러나니라.

14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뎀이 그
평생에 간악함으로 판결하였고, 또
저가 모론을 낳았더라. 또 이렇게 되
었나니 모론이 그의 대신에 다스리
되, 모론이주앞에간악한일을행하
였더라.

15 또 이렇게 되었나니 권력과 이
익을 얻기 위하여 세워진 저 비밀 결
사로 인하여, 백성 가운데 ㄱ반란이
일어났고, 죄악 중에 그들 가운데 한
용맹한 자가 일어나 모론을 대적하

644이더서 1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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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이더서 11:16~12:3

여 싸우더니, 이 싸움에서 저가 나라
의 절반을 전복하였고 이에 저가 여
러해동안나라의절반을지켰더라.

16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모론
이 저를 타도하고 다시 나라를 얻었
더라.

17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다른
용맹한 자가 일어났으니, 저는 야렛
의형제의후예더라.

1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가 모
론을 폐하고 나라를 얻은지라, 이러
므로 모론이 그 남은 평생을 사로잡
힌 가운데 거하였고, 저가 코리앤토
어를낳았더라.

19 또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앤토
어가 그 평생을 사로잡힌 가운데 거
하였더라.

20 또 코리앤토어의 시대에 또한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크고 기이
한 일들을 예언하며, 백성들에게 회
개를 부르짖고, 그들이 회개하지 아
니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ㄱ심판
하사그들을온전히멸하실것이요,

21 또 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
상들을 인도하셨던 대로, 그의 권능
으로 ㄱ다른 백성을 보내사, 또는 인
도하사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
라하였더라.

22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비밀 단
체와간악한가증함으로인하여선지
자들의모든말씀을배척하였더라.

23 또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앤토

어가 ㄱ이더를 낳고, 그 평생을 사로
잡힌가운데거하다가죽었더라.

제 12 장

선지자이더가백성들에게하나님을
믿을것을권면함－모로나이가신앙
으로 이루어진 이적과 기사를 말
함－신앙이 야렛의 형제로 하여금
능히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했음－
주께서 사람에게 연약함을 주심은
그들로겸손하게하려하심임－야렛
의 형제는 신앙으로 지린 산을 옮겼
음－신앙, 소망, 사랑은 구원에 필수
적인것임－모로나이가예수를대면
하여봄.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더의 시대는
코리앤투머의 시대에 있었고, ㄱ코리
앤투머는 그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었더라.

2 또 ㄱ이더는 주의 선지자였나니,
그리하여이더가코리앤투머의시대
에 나아와 백성들에게 예언하기 시
작하였으니, 이는 그의 안에 있는 바
주의영으로인하여그가스스로 ㄴ억
제할수없었음이라.

3 이에 그가 아침부터 참으로 해
가지기까지 ㄱ외치며, 백성들을권면
하기를 ㄴ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을믿어회개에이르라하고, 또그들
에게이르기를, ㄷ신앙으로모든일이

20ㄱ 안내심판하다, 심판.
21ㄱ 이더 13:20~21.
23ㄱ 이더 1:6; 15:33~34.
12 1ㄱ 이더 13:13~31.

2ㄱ 안내이더.
ㄴ 렘 20:9; 

이노 1:26; 
앨 43:1.

3ㄱ 교성 112:5.
ㄴ 이더 11:12, 20~22.
ㄷ 안내신앙.



이루어지나니－
4 그런즉누구든지하나님을믿는

자는반드시더나은세상, 곧참으로
하나님우편의처소를 ㄱ바랄것이요,
이 소망은 신앙에서 비롯하여, 사람
의 영혼에 ㄴ닻이 되어, 그들로 확실
하고 굳건하며, 늘 ㄷ선행이 넘치며,
하나님께 ㄹ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라하였더라.

5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더가 백
성들에게 크고 기이한 일들을 예언
하였으나, 그것을 그들이 믿지 아니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것을 보지
못함이었더라.

6 또 이제 나 모로나이는 이 일에
관하여 얼마간 말하고자 하노라. 내
가 세상에 보이고자 하거니와 ㄱ신앙
이란 비록 ㄴ보이지 아니하나 ㄷ바라
는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보이
지 않는다 하여 이를 논박하지 말지
니, 너희의신앙이 ㄹ시련을겪기까지
는너희가증거를받지못함이니라.

7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
운데서 일어나신 후 우리 조상들에
게 자기를 보이신 것도 신앙으로 말
미암은 것이었음이니, 그들이 그를
믿기까지는그들에게자기를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군가가
그를 믿었음이 분명하니, 이는 그가
세상에게는자기를보이지아니하셨

음이라.
8 그러나사람들의신앙으로인하

여 그는 세상에 자기를 보이시고, 아
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며,
길을 예비하사 그로써 다른 자들이
하늘의 은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사 그들로 그들이 보지 못한 것들
을바라게하셨느니라.

9 그런즉너희가신앙을갖기만하
면, 너희는또한소망을가지고, 은사
에참여하는자가될수있을것이라.

10 보라 옛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
룩한반차를좇아 ㄱ부르심을받은것
도신앙으로말미암은것이었느니라.

11 그런즉 신앙으로 말미암아 모
세의 율법이 주어졌도다. 그러나 그
의 아들의 은사로써 하나님은 더욱
ㄱ좋은길을예비하셨고, 그것이이루
어진 것도 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이
니라.

12 이는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ㄱ신앙이 없을진대 하나님은 그들 가
운데아무 ㄴ기적도행하실수없으심
이라. 그리하여 그는 그들이 신앙을
갖기까지자기를보이지아니하셨느
니라.

13 보라, ㄱ옥을 땅에 무너지게 한
것도앨마와앰율레크의신앙이었느
니라.

14 보라, 레이맨인들에게 ㄱ변화

646이더서 12:4~14

4ㄱ 안내소망.
ㄴ 히 6:19.
ㄷ 고전 15:58.
ㄹ 3니 12:16.

6ㄱ 히 11:1.
ㄴ 앨 32:21.
ㄷ 롬 8:24~25.

ㄹ 3니 26:11; 
교성 105:19; 121:7~8.

10ㄱ 앨 13:3~4. 
안내부르다,
하나님에게서
부름받은, 부름.

11ㄱ 고전 12:31.

12ㄱ 니후 27:23; 
모사 8:18; 
모로 7:37; 
교성 35:8~11.

ㄴ 마 13:58; 몰 9:20.
13ㄱ 앨 14:26~29.
14ㄱ 힐 5:50~52.



647 이더서 12:15~24

를일으켜불과 ㄴ성신으로침례받게
한 것도 니파이와 리하이의 신앙이
었느니라.

15 보라, 레이맨인들 가운데 그처
럼 큰 기적을 ㄱ이룬 것도 ㄴ암몬과 그
형제들의신앙이었느니라.

16 참으로 또한 그리스도 이전에
있던자들과또한후에있은자들, 곧
무릇기적을행한모든자들이 ㄱ신앙
으로ㄴ기적을행하였느니라.

17 그리고 세 제자가 죽음을 ㄱ맛
보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얻은 것
도 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으며,
그들이 신앙을 갖기까지는 약속을
얻지못하였느니라.

18 또 어느 때라도 신앙을 갖기까
지는 아무도 기적을 행하지 못하였
나니, 이러므로 그들은 먼저 하나님
의아들을믿었더라.

19 또 ㄱ그리스도께서오시기이전
일지라도 그 신앙이 그처럼 심히 강
하였던 자가 많이 있었으매, 그들에
게는 ㄴ휘장 안을 금할 수 없었던지
라, 그들은 그들이 신앙의 눈으로 바
라본 것들을 진실로 그들의 눈으로
보고기뻐하였더라.

20 또 보라, 우리는 이 기록에서
이들 중 하나가 야렛의 형제이었음
을 보았느니라. 대저 하나님께 대한
저의 신앙이 심히 컸던지라, 하나님
이그 ㄱ손가락을내미셨을때그것을

야렛의 형제가 보는 데서 감추실 수
없으셨나니, 이는 저에게 하신 자기
의 말씀으로 인함이요, 그 말씀은 저
가신앙으로얻은것이더라.

21 또 야렛의 형제가 주의 손가락
을 본 후에, 야렛의 형제가 신앙으로
얻은 ㄱ약속으로인하여, 주께서는야
렛의 형제가 보는 데서 아무것도 감
추실 수 없으셨나니, 그리하여 그가
저에게 모든 것을 보이셨음은 저를
더 이상 ㄴ휘장 바깥에 머물게 할 수
없으셨음이라.

22 그리고 나의 조상들이, 이러한
것들이 이방인들을 통하여 그들의
형제들에게 나아올 것이라는 ㄱ약속
을 얻은 것도 신앙으로 말미암은 것
인즉, 그러므로 주께서 나에게 명하
셨나니, 곧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서나에게명하셨느니라.

23 이에 내가 주께 고하되, 주여,
우리의 기록함이 ㄱ연약함으로 인하
여 이방인들이 이를 비웃으리이다.
이는 주여, 주께서 신앙으로 말미암
아 우리로 말에 능하게 하셨사오나,
우리로 기록함에는 ㄴ능하게 하지 아
니하셨음이오니, 이는 주께서 이 모
든 백성으로 하여금 주께서 그들에
게 주신 성신으로 인하여 말을 많이
할수있게하셨음이니이다.

24 또 주께서는 우리 손의 둔함으
로 인하여 우리로 조금밖에는 기록

14ㄴ 힐 5:45; 3니 9:20.
15ㄱ 설명 앨마 17~26장에

언급된 바와 같다.
ㄴ 앨 17:29~39.

16ㄱ 히 11:7~40.
ㄴ 안내기적.

17ㄱ 3니 28:7; 몰 8:10~12.
19ㄱ 니후 11:1~4; 야곱

4:4~5; 예이 1:11; 앨
25:15~16.

ㄴ 이더 3:6. 안내휘장.
20ㄱ 이더 3:4.

21ㄱ 이더 3:25~26.
ㄴ 이더 3:20; 

교성 67:10~13.
22ㄱ 이노 1:13.
23ㄱ 몰 8:17; 9:33.

ㄴ 니후 33:1.



할수없게하셨나이다. 보소서, 주께
서는 우리로 야렛의 형제처럼 ㄱ기록
함에 능한 자가 되게 아니하셨사오
니, 이는주께서저로하여금저가기
록하는 것이 실로 주와 같이 힘있게
하사, 사람을 압도하여 그것을 읽게
함이니이다.

25 주께서는 또한 우리의 말을 크
고 힘있게 하사 우리가 그것을 기록
할 수 없게 하셨사온즉, 이러므로 우
리가 기록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보
오며, 우리 글의 나열로 인하여 실족
하오니, 이에 이방인들이 우리의 말
을ㄱ비웃을까내가두려워하나이다.

26 그리고내가이같이고하자, 주
께서 내게 일러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들이 ㄱ비웃으나 그들이 애통할 것
이요, 나의 은혜가 온유한 자에게는
족하니, 그들은 너희의 연약함을 이
용하지아니하리로다.

27 또 만일 사람들이 내게로 오면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ㄱ연약함을 보
일 것이라. 내가 사람들에게 연약함
을 ㄴ주는것은그들로겸손하게하려
함이요, 내 ㄷ은혜가 내 앞에 스스로
ㄹ겸손하여진 모든 자에게는 족하니,
이는 만일 그들이 내 앞에 스스로 겸
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
가그들을위하여 ㅁ연약한것들을강
하게되게할것임이니라.

28 보라, 내가 이방인들에게 그들

의 연약함을 보일 것이요, 또 그들에
게 ㄱ신앙, 소망 그리고 사랑이 나, 곧
모든 의의 근원인 내게로 인도함을
보이리라하시니라.

29 이에 나 모로나이는 이 말씀을
듣고위로를얻어이르되, 주여, 주의
의로운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는 주
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신
앙을 좇아 역사하심을 내가 앎이니
이다.

30 이는 야렛의 형제가 지린 산더
러 이르기를 ㄱ옮기우라 하매－그것
이 옮겨졌음이요, 저가 만일 신앙을
갖지아니하였더라면그것이움직이
지 아니하였을 것임이니이다. 그러
하온즉 주께서는 사람이 신앙을 가
진후에역사하시나이다.

31 이는그와같이주께서주의제
자들에게자신을나타내보이셨음이
오니, 이는 그들이 ㄱ신앙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에 주께서 큰
권능으로그들에게자신을보이셨음
이니이다.

32 또 주께서 참으로 아버지의
ㄱ거처가운데사람을위하여집을예
비하사, 이로써 사람이 보다 좋은
ㄴ소망을가질수있게하였다말씀하
신 것을 내가 또한 기억하나이다. 그
러하온즉 사람은 반드시 소망을 가
져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주께서
예비하신 처소에서 기업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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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ㄱ 안내언어.
25ㄱ 고전 2:14.
26ㄱ 갈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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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나이다.
33 그리고 또 주께서는 세상을

ㄱ사랑하사, 세상을위하여주의생명
을 버리기까지 하셨사오며, 이는 주
께서 생명을 다시 취하사, 사람의 자
녀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려 하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을 내가 기억하
나이다.

34 또 이제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
을사랑하신이ㄱ사랑이참사랑인줄
내가 아오니, 이러므로 사람들이 이
사랑을 갖지 아니할진대, 주께서 주
의 아버지의 거처에 예비하신 그 처
소를기업으로얻을수없삽나이다.

35 그러하온즉 주께서 말씀하신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알거니와, 이
방인들이 만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 사랑을 갖지 아니하면, 주
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시고, 참으로
그들이 받은 ㄱ달란트를 빼앗아 더욱
풍성하게 가질 자들에게 주실 것이
니이다하였느니라.

3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주
께 기도하여, 주께서 이방인들에게
ㄱ은혜를 베푸사 그들로 사랑을 갖게
해주시기를간구하였느니라.

3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사랑을 갖지
아니할지라도네게는상관이없나니,
너는 충실하였도다. 그런즉 네 옷이
ㄱ정결하게될것이요, 또네가네 ㄴ연

약함을 알았은즉 네가 강하게 되어,
내가 내 아버지의 거처에 예비한 처
소에앉기에이르리라하셨느니라.

38 또 이제 나 모로나이는 이방인
들에게 작별을 고하며, 그뿐 아니라
또한 내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에게
도 작별을 고하나니, 곧 우리가 그리
스도의 ㄱ심판대 앞에서 만날 때까지
라, 거기서 나의 ㄴ옷이 너희의 피로
더렵혀지지아니하였음을만인이알
게되리로다.

39 또 그때에 너희는 내가 예수를
ㄱ뵈었고, 그는 나와 ㄴ대면하여 말씀
하셨으며, 이러한 것에 관하여 내 자
신의 언어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게 말하는 것같이 명백하게 스스로
낮추시어 내게 말씀하신 줄을 알게
되리로다.

40 또 나의 기록하기에 연약함으
로인하여내가조금만기록하였도다.

41 이제 내가 너희에게 권하고자
하노니,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
한 이 예수를 ㄱ구하여, 아버지 하나
님의 은혜와,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와, 이들을 ㄴ증거하시는성신이영원
토록 너희 안에 계시며 또 거하시게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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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ㄱ 마 25:14~30. 

안내은사; 달란트.
36ㄱ 안내은혜.

37ㄱ 교성 38:42; 88:74~75;
135:4~5.

ㄴ 이더 12:27.
38ㄱ 안내예수 그리스도－

심판자.
ㄴ 야곱 1:19.

39ㄱ 안내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필멸 이후의
나타남.

ㄴ 창 32:30; 출 33:11.
41ㄱ 교성 88:63; 101:38.

ㄴ 3니 11:32.



륙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함－그가 예언하고, 쫓겨나 야렛
인의 역사를 기록하고, 야렛인의 멸
망을 예언함－전쟁이 그 온 땅에 위
세를떨침.

그리고이제 나 모로나이는 계속하
여 내가 기록하고 있는 백성의 멸망
에 관한 나의 기록을 마무리하고자
하노라.

2 보라 그들은 이더의 모든 말을
배척하였나니, 이는 저가 진실로 사
람이 있기 시작한 때로부터 있었던
모든 일을 그들에게 고하였음이요,
또 물이 이 땅에서 ㄱ물러간 후에 이
땅이다른모든땅위에뛰어난땅주
의 택하신 땅이 된지라, 그러므로 주
는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으로 그
를ㄴ섬기게하고자하신다는것과,

3 또 이 땅은 하늘에서 ㄱ내려올
ㄴ새예루살렘의터요, 주의거룩한성
소의터임을그들에게고하였음이라.

4 보라 이더는 그리스도의 날을
보았고, 이 땅에 세워질 ㄱ새 예루살
렘에관하여말하였도다.

5 그리고 저는 또한 ㄱ이스라엘의
집에 관하여서와, ㄴ리하이가 떠나올
예루살렘에 관하여서도 말하되－그
것이훼파된후에중건되어주께 ㄷ거
룩한 성이 될 것인즉, 그러므로 그것

이새예루살렘이될수없는것은그
것이 옛적에 이미 있었음이라. 그러
나 그것이 중건되어 주의 거룩한 성
이 되며, 이스라엘의 집을 위하여 세
워질것이요－

6 또 ㄱ새 예루살렘은 ㄴ요셉 자손
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세워
질 것이라 하였나니, 이 일에 대하여
서는이미ㄷ예표가있었느니라.

7 이는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인
도하여 ㄱ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같이
그가 거기서 죽었음이니, 이러므로
주께서 요셉 자손의 한 남은 자들을
예루살렘 땅에서 인도해 내셨음은,
참으로 그가 요셉의 아버지에게 자
비를베푸사그로 ㄴ멸망하지않게하
셨던 것같이, 요셉의 자손에게도 자
비를 베푸사 그들로 멸망하지 않게
하려하심이라.

8 이러므로 요셉 집의 남은 자들
이 이 ㄱ땅에 세워질 것이요, 이 땅은
저들의 기업의 땅이 될 것인즉 저들
이 주를 위하여 옛 예루살렘과 같은
한 거룩한 성을 세우리니, 끝이 이르
러 땅이 없어지기까지 저희가 ㄴ다시
는혼란을당하지아니할것이라.

9 또 ㄱ새 하늘과 새 땅이 있으리
니, 이는옛것과같을것이로되오직
옛 것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
지리라.

650이더서 13:1~9

13 2ㄱ 창 7:11~24; 8:3.
ㄴ 이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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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또 그때 새 예루살렘이 임하나
니, 거기거하는자들은복이있도다.
이는 저희가 그 옷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ㄱ희게 된 자들임이요, 또 저
희는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요셉 자
손의 남은 자 가운데 헤아림을 받는
자들임이라.

11 그리고 그때에 또한 옛 예루살
렘이 임하나니, 그 주민들 그들에게
복이 있도다. 이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씻겼음이요, 또 그들은 흩음을
당하였다가 땅의 사방에서와, ㄱ북쪽
지방에서 ㄴ모음을입고, 하나님이그
들 조상 ㄷ아브라함과 세우신 성약을
이루는일에참여하는자들임이라.

12 또이러한일들이이를때말하
기를, ㄱ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들
이 있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
들이 있다 하는 경전이 이루어지리
로다.

13 또 내가 더 기록하려 하였으나
금하시는도다. 그러나 이더의 예언
은 크고 놀라웠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 쫓
아낸지라, 그가 낮으로는 바위굴에
몸을 숨기고, 밤으로는 나아가 백성
들에게임할일들을살폈더라.

14 또그가바위굴에거할때이기
록의 나머지를 만들었고, 밤으로는
백성들에게임하는멸망을살폈더라.

15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백성
중에서 쫓겨난 바로 그 해에 백성 가

운데 큰 전쟁이 시작되니, 이는 앞서
말한 은밀하고 간악한 그들의 계획
으로코리앤투머를멸하기를구하는
용맹한자들이많이일어났음이라.

16 그러나 이제 코리앤투머는 그
자신, 모든 전술과 세상의 모든 간교
함을 연구하였던지라, 그러므로 자기
를멸하기를구하는자들과싸웠더라.

17 그러나 저는 회개하지 아니하
였고, 저의 아름다운 아들과 딸들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며, 코호어의
아름다운 아들과 딸들도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코리호어의 아름다운
아들과딸들도회개하지아니하였으
며, 요컨대 온 지면의 아름다운 아들
과 딸들 중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이
가하나도없었더라.

18 그리하여 이렇게 되었나니 이
더가 바위굴에 거한 첫해에, 나라를
얻고자코리앤투머를대적하여싸우
는 저 ㄱ비밀 결사들의 칼에 죽임을
당한자가많았더라.

19 또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앤투
머의 아들들도 많이 싸우고 많은 피
를흘렸더라.

20 이에둘째해에주의말씀이이
더에게 임하여 저로 ㄱ코리앤투머에
게 가서 예언하게 하시되, 만일 그와
그의 모든 권속이 회개하면, 주께서
그의 나라를 그에게 주시며 백성들
을살려주실것이어니와－

21 그렇지아니하면그들곧그자

10ㄱ 계 7:14; 
니전 12:10~11; 
앨 5:27.

11ㄱ 교성 133:26~35.

ㄴ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집합.

ㄷ 안내아브라함의 성약.
12ㄱ 막 10:31; 니전 13:42;

야곱 5:63; 교성 90:9.
18ㄱ 이더 8:9~26.
20ㄱ 이더 12:1~2.



신을 제외한 그 모든 권속이 멸망당
할 것이요, 또 그는 전에 말한 바 ㄱ다
른 백성이 그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받을 것에 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까지만 살게 될 것이며, 코
리앤투머는 그들에 의해 매장될 것
이며, ㄴ코리앤투머를 제외하고 모든
영혼이 멸망당할 것임을 예언하게
하셨더라.

22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
앤투머도, 그의 권속도, 백성들도 회
개하지 아니하였고, 전쟁도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또 그들이 이더를 죽
이려 하였으나, 저가 그들 앞에서 도
망하여바위굴에다시숨었더라.

23 또 이렇게 되었나니 세이레드
가 일어나, 또한 코리앤투머와 싸워
그를 이긴지라, 이에 제삼년에 그를
사로잡힘에들게하였더라.

24 또 코리앤투머의 아들들이 제
사년에 세이레드를 이기고, 다시 나
라를 얻어 그들의 아버지에게 주었
더라.

25 이제온땅에전쟁이일어나각
사람이 자기의 무리와 함께 자기의
원하는바를위하여싸웠더라.

26 또온땅에도적과요컨대온갖
간악함이있었더라.

27 또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앤투
머가 세이레드에게 심히 노하여, 자
기의군대를거느리고그를대적하여
싸우러 가더니, 그들이 큰 노여움 중
에 만나되 그들이 길갈 골짜기에서

만나매싸움이심히맹렬해졌더라.
2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세이레

드가 삼 일 동안 저를 대적하여 싸웠
더라. 그러나이렇게되었나니코리앤
투머가 그를 이기고, 그를 추격하여
이윽고헤실론평지에이르렀더라.

29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 평지에
서 세이레드가 다시 코리앤투머와
싸우더니, 보라, 그가 코리앤투머를
이겨 저를 다시 길갈 골짜기로 몰아
내었더라.

30 또 길갈 골짜기에서 코리앤투
머가 다시 세이레드와 싸워, 이 싸움
에서 세이레드를 이기고 그를 죽였
더라.

31 그리고 세이레드가 코리앤투
머의 다리에 부상을 입힌지라, 저가
이 년 동안을 다시 싸우러 가지 못하
였으며, 이기간에그땅의모든백성
이 피를 흘리고 있었으나 그들을 만
류하는자가하나도없었더라.

제 14 장

백성들의 죄악이 그 땅에 저주를 가
져옴－코리앤투머가 길르앗, 그 다
음 리브, 그 다음 시즈와 전쟁을 치
름－피와대살육이그땅을뒤덮음.

그리고이제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
하여 큰 ㄱ저주가 그 온 땅에 임하기
시작하였나니, 이에 만일 사람이 그
의 연장이나 그의 검을 그의 선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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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지, 혹은 그가 보관하고자 하는 장
소에 두면, 보라, 다음 날에는 그가
그것을 찾을 수 없었으니, 그처럼 땅
에임한저주가컸더라.

2 그리하여 사람마다 그 손으로
자기 것을 움켜쥐고, 빌려 오려고도
아니하고, 빌리려고도 아니하였으
며, 각사람은자기소유와자기의목
숨과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을 지키
기 위하여 그 오른손에 자기의 칼자
루를잡고있었더라.

3 그리고 이제 이 년 후에, 그리고
세이레드의 죽음 이후에, 보라, 세이
레드의 형제가 일어나 코리앤투머를
대적하여 싸움을 일으켰으나, 이 싸
움에서코리앤투머가그를이기고에
이키시광야까지그를추격하였더라.

4 이에이렇게되었나니세이레드
의 형제가 에이키시 광야에서 저와
싸우매 싸움이 심히 맹렬하여져서
여러수천이칼에엎드러지니라.

5 또이렇게되었나니코리앤투머
가 광야를 에워싸게 한지라, 이에 세
이레드의 형제가 밤에 진군하여 광
야를 벗어나 코리앤투머의 군대 일
부를 그들이 술에 취하여 있을 때 도
륙하더라.

6 그리고모론땅으로나아가스스
로코리앤투머의보좌에앉았더라.

7 이에이렇게되었나니코리앤투
머가 이 년 동안 자기의 군대와 더불
어 광야에 거하였고, 그 동안 자기의
군대에큰병력을받았더라.

8 이제길르앗이라이름하는세이
레드의 형제도 비밀 결사로 인하여

자기의군대에큰병력을받았더라.
9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그 보좌 위에 앉았을 때 그의 대제사
가그를살해하였더라.

10 또 이렇게 되었나니 비밀 결사
에 속한 자 하나가 비밀 통로에서 그
를 살해하고 나라를 얻으매, 그의 이
름은 리브요, 리브는 신장이 장대한
사람이라, 모든 백성 가운데 다른 누
구보다도더크더라.

1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리브의
원년에, 코리앤투머가 모론 땅으로
올라와리브를대적하여싸우니라.

12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리브
와 더불어 싸우매, 리브가 그의 팔을
쳐 그가 부상을 입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코리앤투머의군대가리브
를 압박하매 리브가 바닷가의 변경
으로도망하였더라.

13 또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앤투
머가 저를 추격하매, 리브가 바닷가
에서그에게공격을가하였더라.

1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리브가
코리앤투머의군대를치매, 그들이에
이키시광야로다시도망하였느니라.

1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리브가
에이고시 평지에 이르기까지 그를
추격하였고, 코리앤투머는 자기가
도망하여 간 그 지역에서 리브 앞에
서 도망할 때 모든 백성을 자기와 함
께데리고갔었더라.

16 또 에이고시 평지에 이르러서
는 그가 리브에게 공격을 가하여 저
를 치되, 곧 저가 죽기까지 그리하였
더라. 그러나 그 대신에 리브의 동생



이 와서 코리앤투머를 대적한지라,
싸움이 심히 맹렬해졌더니, 이에 코
리앤투머가 리브의 형제의 군대 앞
에서다시도망하였더라.

17 이제 리브의 형제의 이름은 시
즈라 하였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
니 시즈가 코리앤투머의 뒤를 추격
하며, 많은 성읍들을 뒤엎으며, 여자
들과 아이들을 가리지 않고 도륙하
며성읍들을불태운지라.

18 이에 시즈에 대한 두려움이 온
땅에 두루 나아갔으니, 참으로 한 외
침이 그 땅에 두루 나아가기를－누
가시즈의군대앞에설수있으리요,
보라, 그는자기앞의땅을쓸어버리
는도다하더라.

19 이에이렇게되었나니그온땅
에 걸쳐 백성들이 함께 무리를 지어
군대를이루기시작하였더라.

20 또 그들이 나뉘어져서 그들 중
일부는 시즈의 군대로 도망하고, 그
들 중 일부는 코리앤투머의 군대로
도망하였더라.

21 또전쟁이그처럼크고오래지
속되었었고, 유혈과 대살육의 광경
이 그처럼 오랬던지라, 온 지면이 죽
은자의ㄱ시체로뒤덮였더라.

22 그리고 전쟁이 심히 신속하고
빨랐던지라, 남아서 죽은 자를 묻을
자가 하나도 없었고, 그들은 피흘림
에서 피흘림으로 진군하여 나아가
며, 남녀와 아이들의 주검으로 지면
에 널리게 버려두어, 살을 먹는 ㄱ벌
레들의밥이되게한지라.

23 이에그악취가지면에, 참으로
그온땅에나아갔고, 그리하여그악
취로 인하여 백성들이 밤낮으로 고
통을당하였더라.

24 그러할지라도 시즈가 코리앤
투머추격하기를그치지아니하였으
니, 이는저가죽임을당한자기형제
의피와, 또이더에게임한바코리앤
투머는칼에엎드러지지아니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코리앤투머에게
갚기로맹세하였었음이라.

25 이에 이리하여 우리는 주께서
그의 가득한 진노 중에 그들을 징벌
하셨고, 그들의 간악함과 가증함이
그들의 영원한 멸망을 위한 길을 예
비하였었음을알게되느니라.

2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시즈가
동쪽으로코리앤투머를추격하여바
닷가에 가까운 변경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그가 삼 일 동안 시즈에게 공
격을가하였더라.

27 이에 시즈의 군대 중에서 패망
함이심히처참하였던지라백성들이
놀라기 시작하고, 코리앤투머의 군
대 앞에서 도망하기 시작하더니, 그
들이 코리호어 땅으로 도망하며, 그
들 앞의 주민들을, 곧 그들에게 합류
하려 아니하는 모든 자들을 쓸어버
리었더라.

28 그리고 코리호어의 골짜기에
그들의 장막을 치매, 코리앤투머는
셔르 골짜기에 자기의 장막을 쳤더
라. 이제 셔르 골짜기는 콤노어 산에
서 가깝더니, 그러므로 코리앤투머

654이더서 14: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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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이더서 14:29~15:7

가 자기 군대를 콤노어 산 위에 함께
모으고, 시즈의 군대에게 나팔을 불
어나아와싸울것을청하였더라.

2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나아왔으나 다시 쫓겨갔고, 그들이
두 번째 왔으나 두 번째도 다시 쫓겨
갔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세 번째 다시 오매 싸움이 심히 맹렬
하여졌더라.

30 또 이렇게 되었나니 시즈가 코
리앤투머를 내리쳐 그에게 깊은 상
처를 많이 입힌지라, 코리앤투머가
그 피를 잃고 혼절하여 마치 죽은 것
같이떠메어져갔더라.

31 이제 양측에 남자와 여자와 아
이들의 손실이 심히 커서 시즈가 자
기 백성에게 명하여 코리앤투머의
군대를 추격하지 않게 한지라, 그러
므로 그들이 그들의 진영으로 돌아
갔더라.

제 15 장

수백만 명의 야렛인들이 전투에서
죽임을 당함－시즈와 코리앤투머가
모든 백성을 모으고 사투를 벌임－
주의 영은 그들과 함께 애쓰시기를
그치심－야렛인들의 나라는 완전히
멸망됨－오직코리앤투머만남음.

그리고이렇게되었나니코리앤투머
가 그 부상이 회복되었을 때, 이더가
자기에게 한 ㄱ말을 기억하기 시작하
였더라.

2 그는 이미 이백만에 가까운 자
기 백성이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슬퍼하기 시작하였
나니, 참으로 이백만의 용사와, 또한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가 죽임
을당하였더라.

3 그는 자기가 행한 악을 회개하
기 시작하였고, 모든 선지자들의 입
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하
여, 그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거기
까지 이루어진 것을 보았으며, 이에
그의 영혼은 애통하며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더라.

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시
즈에게 서한을 써서 백성들을 살려
줄 것을 그에게 요청하고, 그리하면
백성들의 목숨을 위하여 나라를 넘
겨주겠다하였더라.

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시즈가
그의 서한을 받고 코리앤투머에게
서한을 써서, 만일 그가 스스로를 넘
겨주어서 자기가 그를 그 자신의 칼
로 죽이게 한다면 백성들의 목숨을
살려주리라하였더라.

6 이에이렇게되었나니백성들은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코
리앤투머의백성은충동함을받아시
즈의 백성에 대하여 노하게 되었고,
시즈의백성은충동함을받아코리앤
투머의 백성에 대하여 노하게 된지
라, 그러므로 시즈의 백성이 코리앤
투머의백성을대적하여싸웠더라.

7 이에코리앤투머가자신이바야
흐로 엎드러지려 함을 보고 시즈의

15 1ㄱ 이더 13:20~21.



백성앞에서다시도망하였더라.
8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리플

리앤쿰 물에 이르렀으니, 이는 해석
한즉, 크다, 즉모든것보다뛰어나다
함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이 물에 이
르러서 그들의 장막을 쳤고, 시즈도
자기의 장막을 그 가까이에 친지라,
그러므로 다음 날 그들이 싸우게 되
었더라.

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심히 맹렬한 싸움을 싸웠더니, 이 싸
움에서 코리앤투머가 다시 부상을
입어, 피를잃고실신하였더라.

10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
앤투머의 군대가 시즈의 군대를 압
박하여 저들을 이기고, 저들로 자기
들 앞에서 도망하게 한지라, 저들이
남쪽으로 도망하여 오개드라 하는
곳에저들의장막을쳤더라.

11 또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앤투
머의 군대는 레이마 산 곁에 그들의
장막을 쳤으니, 이는 나의 부친 몰몬
이성스러운기록들을주께 ㄱ감춘바
로그산이더라.

1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이더를 제외하고 그 온 땅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모든 백성을 함께 모
으니라.

13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더는 백
성들의 모든 행사를 지켜보았고, 또
그가 본즉 코리앤투머를 위하는 백
성은 코리앤투머의 군대로 함께 모
이고, 시즈를 위하는 백성은 시즈의
군대로함께모이더라.

14 그리하여그들이사년동안백
성을 함께 모으고 있었나니, 이는 그
들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자를 얻으며
받을 수 있는 모든 병력을 받고자 함
이었더라.

1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
이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와 더
불어 각자 자기의 원하는 군대로 다
함께모인후에－남녀와아이를가리
지 않고 전쟁 무기로 무장하고, 방패
와 ㄱ가슴판과투구를갖추고, 전쟁의
복장을한채－그들이싸우고자서로
를 대하여 진군해 나아가 그 날 종일
토록싸웠으나이기지못하니라.

1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밤이 되
매 그들이 지쳐 각자의 진영으로 물
러갔고, 그들이 그 진영으로 물러간
후에는 그들 백성의 죽임 당한 자를
잃음으로인하여울부짖으며애곡하
기 시작하였으니, 그들의 부르짖음
과 그들의 울부짖음과 애곡함이 심
히 컸던지라, 그 소리가 심히 공기를
찢었더라.

17 또이렇게되었나니다음날그
들이다시싸우러가매, 그날이크고
두려웠으나그럼에도그들이이기지
못하고 다시 밤이 오매 그들 백성의
죽임 당한 자들을 잃음으로 인한 그
들의부르짖음과그들의울부짖음과
그들의애곡이공기를찢었더라.

1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앤
투머가 다시 시즈에게 서한을 써서,
저에게 다시 싸우러 오지 말고, 나라
를 취하고 백성들의 목숨을 살려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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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요청하였더라.
19 그러나보라, 주의영은그들과

함께애쓰시기를이미그치셨고, ㄱ사
탄이 백성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
는 권능을 가졌으니, 이는 그들이 그
들 마음의 완악함과 그들 생각의 눈
먼 데로 내어준 바 되어 멸망당하게
되었음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다시
싸우러갔더라.

20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
날 온종일 싸웠고, 밤이 오매 그들은
그들의칼을베고잤더라.

21 또 다음 날에도 그들은 참으로
밤이오기까지싸웠더라.

22 그리고 밤이 오매 그들은 마치
포도주에 취한 사람같이 노여움에
ㄱ취하여, 다시 그들의 칼을 베고 잤
더라.

23 또다음날에그들이다시싸웠
고, 밤이오매그들이모두칼에엎드
러졌고, 다만 코리앤투머의 백성 오
십이 명과 시즈의 백성 육십구 명만
이있었더라.

2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밤에그들의칼을베고자고, 다음
날 그들이 다시 싸우되, 그 날 종일
그들의 칼과 그들의 방패를 가지고
그들의힘을다하여싸웠더라.

25 또밤이오매시즈의백성삼십
이 명과 코리앤투머의 백성 이십칠
명이남았더라.

2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먹고자고, 다음날죽을준비를하였

으니, 그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크고
용맹한사람들이더라.

2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세 시간 동안 싸우고 피를 잃어 기진
하였더라.

28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
앤투머의 병사들이 걸을 수 있을 만
큼 충분한 힘을 얻었을 때, 자기들의
생명을위하여바야흐로도망하고자
하였으나, 보라, 시즈가일어났고, 그
의 병사들도 일어나더니, 저가 그 분
노 중에 맹세하되 코리앤투머를 죽
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칼에 죽을 것
을맹세하였더라.

29 그리하여 저가 그들을 추격하
더니, 다음날그들을따라잡으매, 그
들이 다시 칼로 싸웠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코리앤투머와시즈를제외
하고 그들 ㄱ모두가 칼에 엎드러졌을
때, 보라, 시즈가피를잃어기진하였
더라.

30 이에이렇게되었나니코리앤투
머가 자기 칼을 의지하고, 잠시 쉰 후
에, 시즈의머리를쳐서베었느니라.

3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시
즈의머리를쳐서벤후에, 시즈가그
손을짚고일어나다가엎드러져서는
숨을쉬려고애쓰다가죽었더라.

32 또이렇게되었나니 ㄱ코리앤투
머도 땅에 엎드러져서, 마치 생명이
없는자같이되었던지라.

33 이에 주께서 이더에게 말씀하
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나아가라 하

19ㄱ 안내악마.
22ㄱ 모로 9:23.
29ㄱ 이더 13:20~21.

32ㄱ 옴 1:20~22.



시었으매, 그가 나아가 주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가 자기의
ㄱ기록을 마무리하고, (그 백분의 일
도 나는 기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림하이의백성들이발견하였을때의
모양으로그것을감추었더라.

34 이제 ㄱ이더가 기록한 마지막
말이 이러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
라에서 구원받았을진대, 주께서 나
로 변화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육체
로 주의 뜻을 겪게 하시든지 상관없
도다. 아멘.

모로나이서

제 1 장

모로나이가레이맨인들의유익을위
하여 기록함－그리스도를 부인하려
아니하는 니파이인들은 죽음을 당
함. 주후401~421년경.

이제나 ㄱ모로나이는 야렛 백성
의 기사를 요약하기를 마친 후

에 내가 더 기록하리라고는 생각하
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아직은 죽지
아니하였고, 또 나는 레이맨인들이
나를 멸할까 하여 그들에게 나를 알
리지아니하노라.

2 이는보라, 그들의 ㄱ전쟁은그들
끼리 심히 격렬하며, 그들의 증오로
말미암아그들은그리스도를부인하
려 아니하는 모든 니파이인을 ㄴ죽임
이라.

3 그러나나모로나이는그리스도

를 ㄱ부인하지아니할것인즉, 그러므
로 나는 내 생명의 안전을 위하여 어
디든지 내가 갈 수 있는 곳으로 헤매
노라.

4 그러한즉내가생각했던것과는
달리 몇 가지를 더 기록하노니, 이는
내가 더 기록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아니하였었음이라. 그러나 내가 몇
가지를 더 기록하노니, 혹 이것이 주
의 뜻을 좇아 장차 언젠가 나의 형제
레이맨인들에게 가치 있는 것이 되
게하려함이라.

제 2 장

예수께서 열두 명의 니파이인 제자
들에게 성신의 은사를 부여할 권능
을주셨음. 주후401~421.

그리스도께서그들의 ㄱ제자들곧그

658이더서 15:34~모로나이서 2:1

33ㄱ 모사 8:9; 
앨 37:21~31; 
이더 1:1~5.

34ㄱ 이더 12:2.

[모로나이서]

1 1ㄱ 안내모로나이,
몰몬의 아들.

2ㄱ 니전 12:20~23.
ㄴ 앨 45:14.

3ㄱ 마 10:32~33; 

3니 29:5.
2 1ㄱ 3니 13:25.



659 모로나이서 2:2~4:3

택하신 열둘에게 그 손을 얹으셨을
때하신말씀이라－

2 또 저희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
르시되, 너희는 간절한 기도로 내 이
름으로 아버지를 부를지니, 너희가
이렇게 한 후에는 너희가 ㄱ안수하는
자에게 ㄴ성신을 줄 ㄷ권능을 갖게 되
리라. 또내이름으로너희는이를줄
지니, 이는 그와 같이 나의 사도들이
행함이니라.

3 이제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나
타나셨을 때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
셨나니, 무리는 이를 듣지 못하였으
되, 제자들은 이를 들었으며, 그들이
ㄱ안수하는 자에게는 모두 성신이 내
리셨느니라.

제 3 장

장로들이안수로써제사와교사들을
성임함. 주후401~421년경.

교회의ㄱ장로라 일컫는 제자들이 제
사와교사를ㄴ성임한방법이라－

2 그들이그리스도의이름으로아
버지께 기도한 후에 그 손을 저들에
게얹고이르되,

3 예수그리스도의이름으로나는
그대를 제사로 성임하노라. (또는 만
일 교사이면 나는 그대를 교사로 성

임하노라) 이는 회개와 예수 그리스
도를 통하여, 끝까지 그의 이름을 믿
는신앙으로말미암아얻는 ㄱ죄사함
을전파하기위함이니라. 아멘.

4 이러한방법으로그들은사람들
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ㄱ은사와 부르
심을좇아제사와교사를 ㄴ성임하되,
그들은그들안에있는성신의 ㄷ권능
으로써저들을성임하였더라.

제 4 장

장로들과 제사들이 성찬의 떡을 베
푸는 방법이 설명됨. 주후 401~421
년경.

그들의 ㄱ장로와 제사들이 그리스도
의 살과 피를 교회에 베푼 ㄴ방식이
니, 그들이 그리스도의 계명을 좇아
이를 ㄷ베푼지라, 그러므로우리는이
방식이참된줄아노라. 이에장로또
는제사가이를베풀되－

2 그들이 교회로 더불어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께기도하여이르되,

3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
여,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비옵나니,
이 ㄱ떡을 취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
을 위하여 이 떡을 축복하시며 성결

2ㄱ 안내손, 안수.
ㄴ 3니 18:37.
ㄷ 안내권능.

3ㄱ 행 19:6.
3 1ㄱ 앨 6:1. 

안내장로.
ㄴ 안내성임하다, 성임.

3ㄱ 안내죄 사함.
4ㄱ 안내은사.
ㄴ 교성 18:32; 20:60.
ㄷ 니전 13:37; 

모로 6:9.
4 1ㄱ 안내장로.

ㄴ 3니 18:1~7.

ㄷ 교성 20:76~77.
3ㄱ 안내성찬.



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당신 아들의 몸을 ㄴ기억하여 먹게
하시옵고,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
지시여, 또한 저희가 기꺼이 당신 아
들의 ㄷ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를 기
억하고, 그가 저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자 함을 당신에게 증거하게
하시오며, 그리하여 저희가 항상 그
의 ㄹ영과 함께 하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제 5 장

성찬의 포도주를 베푸는 방법이 정
해짐. 주후401~421년경.

포도주를 베푸는 ㄱ방식이라－보라
그들이잔을들고이르되,

2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
여, 우리는, 당신의아들예수그리스
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비옵나니,
이 ㄱ포도주를마시는모든사람의영
혼을 위하여 이 포도주를 축복하시
며 성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저희를 위하여 흘리신, 당신
아들의 피를 ㄴ기억하여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옵고, 오 하나님, 영원하
신 아버지시여, 또한 저희가 항상 그
를 기억함을 당신에게 증거하게 하
시오며, 그리하여 저희가 그의 영과

함께하도록하시옵소서. 아멘.

제 6 장

회개하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고 교
제를나눔－회개하는교회회원들은
용서받음－모임은성신의권능으로
인도됨. 주후401~421년경.

그리고이제내가 ㄱ침례에관하여말
하노라. 보라, 장로, 제사, 그리고 교
사들이침례를받았으되, 그에 ㄴ합당
한 열매를 맺음이 없이 침례 받지 아
니하였느니라.

2 누구라도 ㄱ상한 마음과 통회하
는 심령으로 나아와, 진실로 그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였음을 교회에 증
거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받아들여
침례를받게아니하였느니라.

3 또아무라도그리스도의이름을
ㄱ받들며끝까지그를섬길결심을하
지 아니하면, 받아들여져 침례를 받
지못하였느니라.

4 또 그들이 받아들여져 침례를
받고 성신의 권능으로 역사함을 받
아 ㄱ정결하게된후에는, 그리스도의
교회 백성 가운데 헤아림을 받았고,
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하여 그들을 바른 길
에 있도록 지키며 그들로 하여금 쉬

660모로나이서 5:1~6:4

3ㄴ 눅 22:19; 
고전 11:23~24; 
3니 18:7.

ㄷ 안내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짊어짐.

ㄹ 안내성신.

5 1ㄱ 3니 18:8~11; 
교성 20:78~79.

2ㄱ 교성 27:2~4. 
안내성찬.

ㄴ 눅 22:19~20; 
고전 11:25.

6 1ㄱ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
ㄴ 안내합당, 합당한.

2ㄱ 안내상한 마음.
3ㄱ 안내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짊어짐.

4ㄱ 안내순수한, 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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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않고 ㄴ기도하게하며그들의신앙
의 ㄷ창시자이시요 완성자이신 그리
스도의 공덕만을 ㄹ의지하도록 하려
하여그들의ㅁ이름을취하였느니라.

5 또 ㄱ교회는 ㄴ금식하고 기도하
며, 그들의 영혼의 복리에 관하여 서
로말하기위하여 ㄷ자주함께모였느
니라.

6 또 그들은 주 예수를 기억하여,
떡과 포도주를 취하기 위하여 자주
함께모였느니라.

7 또그들중에 ㄱ죄악이있지못하
도록 엄격히 주시하였고, 누구든지
죄악을 범함이 드러나면, 교회의 증
인 ㄴ셋이 ㄷ장로들 앞에서 그들을 정
죄하되,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
하고, ㄹ자백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이름이 ㅁ지워져, 그들은 그리스도의
백성 가운데 헤아림을 받지 못하였
느니라.

8 그러나 ㄱ그들이 진정으로, 회개
하고 용서를 구할 때마다, 그들은
ㄴ용서를얻었느니라.

9 또 그들의 모임은 교회에 의하
여 영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신의 권
능으로 ㄱ인도되었나니, 이는 ㄴ성신
의 권능이 그들을 인도하여, 혹 가르
치거나, 또는 권면하거나, 또는 기도

하거나, 또는 간구하거나, 또는 노래
하게 하는 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졌
느니라.

제 7 장

주의안식에들어오라는권유－진정
한의도를가지고기도하라－그리스
도의 영은 사람들에게 선악을 능히
분별하게함－사탄은사람들에게그
리스도를 부인하고 악을 행하도록
설득함－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오
심을드러냄－신앙으로말미암아기
적이 이루어지며 천사들이 성역을
베풂－사람들은영생을바라고사랑
을붙들어야함. 주후401~421년경.

그리고 이제 나 모로나이는 ㄱ신앙,
소망, 그리고 사랑에 관하여 말씀하
신 나의 부친 몰몬의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기록하노니, 이는 그가 백성
들이 예배의 장소로 지은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이같이 그들
에게말씀하셨음이라.

2 그리고 이제 나 몰몬은 너희 내
사랑하는형제들에게말하노니, 내가
이때에너희에게말하도록허락을받
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

4ㄴ 앨 34:39; 
3니 18:15~18.

ㄷ 히 12:2.
ㄹ 니후 31:19; 

교성 3:20.
ㅁ 교성 20:82.

5ㄱ 안내예수 그리스도
교회.

ㄴ 안내금식하다, 금식.
ㄷ 3니 18:22; 

4니 1:12; 
교성 88:76.

7ㄱ 교성 20:54.
ㄴ 교성 42:80~81. 

안내증거.
ㄷ 앨 6:1, 

안내장로.
ㄹ 안내고백하다, 고백.
ㅁ 출 32:33; 

교성 20:83. 

안내파문.
8ㄱ 모사 26:30~31.
ㄴ 안내용서하다.

9ㄱ 교성 20:45; 46:2.
ㄴ 안내성신.

7 1ㄱ 고전 13:1~13; 
이더 12:3~22, 27~37;
모로 8:14; 10:20~23.



리주예수그리스도와, 내게주신그
의 ㄱ부르심의은사로인한그의거룩
하신뜻으로말미암은것이니라.

3 그런즉 나는 교회에 속하여 있
으며, 화평한 중에 그리스도를 따르
는 자로서, 이때로부터 하늘에서 그
와 함께 ㄱ안식하게 될 때까지 주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소망
을얻은너희에게말하고자하노라.

4 또 이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사람의 자녀들과 더불어 화평한 중
에 ㄱ행함으로인하여내가너희에대
하여이일을판단하노라.

5 이는 그들의 행위로 그들을 ㄱ알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 기억함이라. 이는 만일 그들의 행
위가선할진대그들도선함이니라.

6 이는 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
시기를 사람이 ㄱ악하면서 선을 행할
수 없다 하셨음이니, 만일 그가 하나
님께예물을바치거나, ㄴ기도한다할
지라도 이를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아무 유익
이되지못함이니라.

7 이는 보라,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김이되지아니함이니라.

8 보라, 사람이 ㄱ악하면서 예물을
드리면, ㄴ마지못하여그렇게함이라.
그리하여 마치 예물을 드리지 아니

한 것처럼 그에게 여겨지나니, 그런
즉 그는 하나님 앞에 악한 것으로 여
김을받느니라.

9 또 마찬가지로 만일 사람이 기
도하되 마음의 ㄱ진정한 의도를 가지
고 그리하지 아니할진대, 그것 또한
그에게 간악한 것으로 여김이 되며,
그뿐 아니라 그것이 그에게 아무 유
익이 되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께
서 그러한 자는 하나도 받으시지 아
니하심이라.

10 그러므로 사람이 악하면서 선
을 행할 수 없고, 그는 선한 예물을
드리지도아니하리라.

11 이는보라, 쓴 ㄱ샘이좋은물을
낼 수 없고, 좋은 샘이 쓴 물을 낼 수
없음이라. 그런즉 사람이 악마의 종
이 되어 그리스도를 ㄴ따를 수 없고,
그가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는
악마의종이될수없도다.

12 그런즉 무릇 ㄱ선한 일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오며, ㄴ악한것은악
마에게서 오나니, 이는 악마가 하나
님의 원수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
적하여 싸우며, 또 ㄷ죄를 범하도록
또 끊임없이 악을 행하도록 꾀며 유
혹함이라.

13 그러나보라, 하나님께속한것
은 끊임없이 선을 행하도록 이끌며

662모로나이서 7:3~13

2ㄱ 안내부르다,
하나님에게서 부름
받은, 부름.

3ㄱ 안내안식.
4ㄱ 요1 2:6; 

교성 19:23.
5ㄱ 3니 14:15~20.
6ㄱ 마 7:15~18.

ㄴ 앨 34:28. 
안내기도.

8ㄱ 잠 15:8.
ㄴ 교성 64:34.

9ㄱ 약 1:6~7; 5:16; 
모로 10:4.

11ㄱ 약 3:11~12.
ㄴ 마 6:24; 

니후 31:10~13; 
교성 56:2.

12ㄱ 약 1:17; 
요1 4:1~2; 
이더 4:12.

ㄴ 앨 5:39~42.
ㄷ 힐 6:30. 

안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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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권유하나니, 그러므로무릇선을행
하도록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를 섬기도록 이끌며 권유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ㄴ영감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4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
아, 너희는 삼가 ㄱ악한 것을 하나님
께 속한 것이라, 또는 선하고 하나님
께 속한 것을 악마에게 속한 것이라
판단하지않도록주의하라.

15 이는 보라, 나의 형제들아, ㄱ판
단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 주어
져너희로선악을분별하게하였음이
요, 또판단하는길은어두운밤과낮
의빛을구별함같이명백하여너희가
완전한지식으로알수있음이니라.

16 이는 보라, 그리스도의 ㄱ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선악을 ㄴ분별
하게 하였은즉, 그러므로 내가 너희
에게 판단하는 길을 보여 주노니, 무
릇 선을 행하도록 권유하며, 권하여
그리스도를 믿도록 설득하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권능과 은사로 말
미암아 보냄을 받은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을완전한지식으로알지니라.

17 그러나 무엇이라도 사람들을
설득하여 ㄱ악을 행하게 하며, 그리스
도를 믿지 않게 하고, 그를 부인하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는 것
이면, 너희는 그것이 악마에게 속한
것인 줄을 완전한 지식으로 알지니
라. 이는 실로 이러한 방식으로 악마
가일함이니, 이는그가아무도, 실로
단 한 사람도 설득하여 선을 행하게
아니하며, 그의 사자들도 그러하며,
그에게복종하는자들도그러함이라.

18 이에이제나의형제들아, 너희
가판단할수있는빛, 곧그리스도의
ㄱ빛을 알고 있은즉, 너희가 잘못 판
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너희
가판단하는바로그 ㄴ판단으로너희
가또한판단을받을것임이니라.

19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
게구하노니, 너희는그리스도의 ㄱ빛
으로 부지런히 탐구하여 선악을 분
별할 수 있도록 할지니, 만일 너희가
모든 선한 것을 붙잡으며, 그것을 정
죄하지 아니할진대, 너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ㄴ자녀가될것이니라.

20 그러면이제나의형제들아, 너
희가 모든 선한 것을 붙잡을 수 있음
이어떻게가능하냐?

21 이에 이제 나는 내가 말하겠다
한저신앙에이르러, 너희가모든선
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길을 너희에
게말해주리라.

22 대저보라, 하나님은모든것을

13ㄱ 니후 33:4; 
이더 8:26.

ㄴ 안내영감, 영감을 주다.
14ㄱ 사 5:20; 

니후 15:20.
15ㄱ 안내분별의 은사.
16ㄱ 안내양심; 빛,

그리스도의 빛.

ㄴ 창 3:5; 
니후 2:5, 18, 26; 
모사 16:3; 
앨 29:5; 
힐 14:31.

17ㄱ 안내죄.
18ㄱ 모사 16:9; 

교성 50:24; 88:7~13.

안내빛, 그리스도의 빛.
ㄴ 조성,마 7:1~2; 

눅 6:37; 
요 7:24.

19ㄱ 교성 84:45~46.
ㄴ 모사 15:10~12; 27:25.

안내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ㄱ아시며, 영원으로부터 영원에 이르
기까지 계시나니, 보라, 그가 ㄴ천사
들을 보내사 사람의 자녀들에게 성
역을 베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오
심에 관하여서와, 그리스도로 말미
암아 모든 선한 일이 임할 것을 드러
내게하셨느니라.

23 또한하나님은친히그입으로,
그리스도가 올 것을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셨느니라.

24 또 보라, 그가 사람의 자녀들에
게 선한 일을 나타내시는 길이 여러
가지있었어도선한모든것은그리스
도에게서오나니, 그렇지아니하면사
람들은 ㄱ타락한 고로 저희에게 선한
것이아무것도임할수없으리로다.

25 그리하여 ㄱ천사들의 성역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아
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
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
하기 시작하였고, 그리하여 신앙으
로 말미암아 저희가 모든 선한 것을
붙잡았으니그리스도가오실때까지
그러하였느니라.

26 또 그가 오신 후에도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믿는 신앙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앙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나니, 그리스도께서 살
아 계심같이 분명히 그는 우리 조상
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이르
시되, 너희가 받을 줄로 믿으며 신앙

으로 ㄱ무엇이든지선한것을내이름
으로아버지께구하는것은, 보라, 너
희에게이루어지리라하셨느니라.

27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리스도께서하늘에올라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사람의 자녀들에 대
하여 지니신 그의 자비의 권한을 아
버지께 ㄱ주장함으로인하여 ㄴ기적이
그쳤느냐?

28 대저 그는 율법의 목적에 부응
하셨고, 그를믿는모든자를자기것
으로 주장하시며, 그를 믿는 자들은
모든 선한 것을 굳게 ㄱ붙들 것인즉,
그러므로 그는 사람의 자녀들을 위
하여 ㄴ변호하시며, 영원토록 하늘에
거하시느니라.

29 이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가 이를 행하셨음으로 인하여 기
적이 그쳤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리고 천사들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성역을 베푸는
일도그치지아니하였느니라.

30 이는보라, 그들은그에게복종
하여, 그의 명하시는 말씀을 좇아 성
역을 베풀며, 경건의 모든 모양 중에
강한 신앙과 굳건한 마음을 지닌 자
들에게스스로를보임이니라.

31 또 그들의 성역의 직무는 사람
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며, 아버지께
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맺으신 바, 그
의 성약을 이루고 그 성약의 일을 행

664모로나이서 7:23~31

22ㄱ 안내하나님, 신회.
ㄴ 모세 5:58. 

안내천사.
24ㄱ 니후 2:5.
25ㄱ 앨 12:28~30.
26ㄱ 3니 18:20. 

안내기도.
27ㄱ 사 53:12; 

모사 14:12.
ㄴ 안내기적.

28ㄱ 롬 12:9; 
교성 98:11.

ㄴ 요1 2:1; 
니후 2:9. 
안내변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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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의 택하
신 그릇에게 선포하여, 그들로 그리
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게 함으로써,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길을 예비하
는것이니라.

32 또이렇게하심으로써, 주하나
님께서는나머지사람들이그리스도
를믿는 ㄱ신앙을갖도록길을예비하
사, 성신이그권능을좇아그들의마
음에 있을 곳을 가지게 하시나니, 이
같은방법으로아버지께서는사람의
자녀들에게맺으신성약을이루시느
니라.

33 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되,
ㄱ만일너희가나를믿는신앙을가지
면내게 ㄴ합당한것은무엇이든지다
행할수있는능력을갖게되리라.

34 또 이르시되, 너희 땅의 모든
끝이여, ㄱ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나
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
원을얻으리라하셨느니라.

35 이에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
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러한 것
들이 참될진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이 참됨을 마지막 ㄱ날에
ㄴ권능과 큰 영광으로 너희에게 보이
시려니와, 만일 이러한 것이 참되다
면기적의날이그쳤느냐?

36 또는 천사들이 사람의 자녀들
에게 나타나기를 그쳤느냐? 또는 그

가 그들에게서 성신의 권능을 ㄱ거두
셨느냐? 또는 시간이 지속되거나, 땅
이존속하거나, 그위에단한사람이
라도 구원받을 자가 있는 한 그가 그
리하시겠느냐?

37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이는 ㄱ기적이이루어지는것
이 신앙으로 말미암음이요, 천사들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 성역을 베푸
는 것도 신앙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런즉 만일 이러한 일들이 그쳤다면
사람의 자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
는그것이 ㄴ믿지않음으로인함이요,
모든것이헛됨이라.

38 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를
진대, 그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임이니, 그
러므로 만일 이러한 일들이 그쳤다
면, 그러면신앙이또한그친것이요,
이에 사람의 상태가 참담하리니, 이
는 그들이 마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것과같음이라.

39 그러나보라, 나의사랑하는형
제들아, 나는너희가더나은줄로판
단하노니, 이는 너희의 온유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줄
로 내가 판단함이라. 이는 만일 너희
가 그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의
교회의 백성 가운데 헤아림을 받기
에ㄱ합당하지아니함이니라.

40 그리고 또 나의 사랑하는 형제

32ㄱ 안내신앙.
33ㄱ 마 17:20.

ㄴ 교성 88:64~65.
34ㄱ 3니 27:20; 

이더 4:18.
35ㄱ 교성 35:8.

ㄴ 니후 33:11.
36ㄱ 모로 10:4~5, 7, 19.
37ㄱ 마 13:58; 

몰 9:20; 
이더 12:12~18.

ㄴ 모로 10:19~24.

39ㄱ 안내합당, 합당한.



들아, 내가 ㄱ소망에관하여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노라. 너희가 소망을 갖
지 아니하고 어찌 신앙에 이를 수 있
느냐?

41 또 너희가 ㄱ바라야 할 바는 무
엇이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ㄴ영생으로 일
으키심을 받으리라는 ㄷ소망을 가져
야 할지니, 이는 약속대로 그를 믿는
너희의신앙으로인한것이니라.

42 그런즉사람이 ㄱ신앙을가지려
면 ㄴ반드시소망을가져야만하나니,
이는 신앙 없이는 아무 소망도 있을
수없음이라.

43 그리고또보라, 내가너희에게
이르거니와 그가 ㄱ온유하며 마음이
겸손하게 되지 아니하고는 신앙과
소망을가질수없느니라.

44 만일 그러하면 그의 ㄱ신앙과
소망은 헛것이라. 이는 온유하며 마
음이 겸손한 자가 아니면 아무도 하
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아니함이
라. 또 만일 사람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여예수가그리스도이심을성
신의권능으로 ㄴ시인하려면, 그는반
드시 사랑을 가져야만 하나니, 이는
만일 그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가 아

무것도 아님이라. 그런즉 그는 반드
시사랑을가져야만하느니라.

45 그리고 ㄱ사랑은 오래 참고, 친
절하며, ㄴ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
지 아니하며,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아
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생각하지아니하며, 불의를기뻐
하지아니하고, 진리를기뻐하며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바라며모든것을견디느니라.

46 그런즉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아, 만일너희에게사랑이없으면, 너
희는 아무것도 아니니, 이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시들지 아니함이라. 그
런즉 모든 것 중에 으뜸이 되는 사랑
을붙들라. 이는모든것이반드시시
들되－

47 이 ㄱ사랑은그리스도의순수한
ㄴ사랑이라, 영원히견딤이요, 누구든
지 마지막 날에 이를 지닌 것으로 드
러나는자는잘될것임이니라.

48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ㄱ기도하
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
게 ㄴ따르는자모두에게내려주신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너희가 하
나님의 아들이 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그가 계신 그대로 우리가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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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ㄱ 이더 12:4. 
안내소망.

41ㄱ 교성 138:14.
ㄴ 안내영생.
ㄷ 딛 1:2; 

야곱 4:4; 
앨 25:16; 
모로 9:25.

42ㄱ 안내신앙.
ㄴ 모로 10:20.

43ㄱ 안내온유한, 온유.
44ㄱ 앨 7:24; 

이더 12:28~34.
ㄴ 눅 12:8~9. 

안내고백하다, 고백;
간증.

45ㄱ 고전 13:1~13.
ㄴ 안내시기.

47ㄱ 니후 26:30. 
안내자애.

ㄴ 수 22:5. 
안내사랑.

48ㄱ 안내기도.
ㄴ 안내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순종, 순종하는,
순종하다.



667 모로나이서 8:1~8

볼 것인즉, 우리가 ㄷ그와 같이 되게
하며, 우리로 이 소망을 갖게 하며,
그가 순결하신 것같이 우리가 ㄹ순결
하게되게할지어다. 아멘.

제 8 장

어린아이의침례는악하고가증함－
어린아이들은속죄로인해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있음－신앙, 회개, 온유
함과 마음의 겸손함, 성신을 받음 그
리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구원으로
인도함. 주후401~421년경.

나모로나이에게쓰신나의 ㄱ부친몰
몬의 서한이니, 내가 성역을 베풀도
록 부름을 받은 후 얼마 되지 아니하
여내게쓰신것이요, 내게쓰신것이
이러하니라. 이르되,

2 내 사랑하는 아들 모로나이야,
너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생
각하시고, 그의 성역과 그의 거룩한
일을 행하도록 너를 부르셨으니, 내
가심히기쁘도다.

3 내가 나의 기도 중에 항상 너를
생각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그의 거
룩한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쉬지 않
고 기도하며, 그가 그의 무한한 ㄱ선
하심과 ㄴ은혜로써 끝까지 그의 이름
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너를 지키실

것을구하노라.
4 그리고 이제 내 아들아, 나를 심

히 비통하게 하는 것에 관하여 내가
네게말하노니, 이는너희중에ㄱ논쟁
이일어남은나를비통하게함이라.

5 이는 내가 알게 된 바가 사실일
진대, 너희 중에 너희 어린아이들의
침례에관하여논쟁이있었음이니라.

6 이에 이제 내 아들아, 나는 너희
가 부지런히 일하여 이 큰 잘못이 너
희에게서제하여지게하기를바라노
라. 이는이목적으로내가이서한을
썼음이니라.

7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일이 있
음을 알고 나서 즉시 그 문제에 관하
여여쭈었더니, 주의 ㄱ말씀이성신의
권능으로내게임하여이르시되,

8 너희의 구속주, 너희의 주 너희
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보라, 내가세상에온것
은 의인을 부르려 함이 아니요, 죄인
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 함이니라.
ㄱ온전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 있나니, 그러
므로 ㄴ어린아이들은 ㄷ온전하도다.
이는그들에게 ㄹ죄를범할능력이없
음이라. 그러므로 ㅁ아담의저주가나
로 말미암아 그들에게서 제하여져
서, 그들에게 아무 힘을 미치지 못하
며, ㅂ할례의 법이 나로 말미암아 폐

48ㄷ 요1 3:1~3; 
3니 27:27.

ㄹ 3니 19:28~29. 
안내순수한, 순수.

8 1ㄱ 몰말 1:1.
3ㄱ 모사 4:11.
ㄴ 안내은혜.

4ㄱ 3니 11:22, 28; 18:34.
7ㄱ 안내하나님의 말씀.
8ㄱ 막 2:17.
ㄴ 막 10:13~16.
ㄷ 모사 3:16; 

교성 74:7.
ㄹ 안내죄.

ㅁ 니후 2:25~27. 
안내아담과 이브의
타락.

ㅂ 창 17:10~11. 
안내할례.



하여졌도다하셨느니라.
9 이에이와같이성신이하나님의

말씀을내게나타내셨으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가 어린아
이에게 침례를 줌은 하나님 앞에 중
대한조롱행위인줄을내가아노라.

10 볼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이것을 너희는 가르치라－곧
ㄱ책임을 질 수 있고 죄를 범할 능력
이 있는 자들에게 회개와 침례를 가
르칠지니, 참으로 부모들을 가르치
되 그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그
들의 ㄴ어린아이들같이 스스로 겸손
하여야 하며, 그리하면 그들이 모두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함께 구원을
받으리라는것을가르치라.

11 또그들의 ㄱ어린아이들은회개
나 침례가 필요 없나니, 보라 침례는
회개를 위한 것이요 계명을 이루어
ㄴ죄사함에이르게하는것이라.

12 그러나 ㄱ어린아이들은실로세
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그리
스도 안에서 살아 있나니, 만일 그렇
지 않다 할진대 하나님은 공평치 않
으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변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을 ㄴ외모로 취하
시는 분일지라, 대저 침례 없이 죽은
어린아이가얼마나많겠느냐!

13 그런즉 만일 어린아이들이 침

례없이구원받을수없다할진대, 이
들이 반드시 끝없는 지옥으로 갔을
것이라.

14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
와어린아이들에게침례가필요하다
고 생각하는 자는 쓰디쓴 담즙에 빠
져있고불의에매인바되었나니, 이
는 그에게 ㄱ신앙이나 소망이나 사랑
이 없음이라. 그런즉 그가 그러한 생
각으로 있다가 끊어 버림을 당하면,
그는 지옥으로 내려가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15 이는 어떤 아이는 하나님께서
침례로 인하여 구원하시고, 어떤 아
이는 침례 없음으로 인하여 반드시
멸망한다 생각하는 그 간악함이 끔
찍함이라.

16 이와 같이 주의 길을 굽게 할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그들이 회
개하지 아니할진대 멸망할 것임이
라. 보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ㄱ권세를가지고담대히말하며, 사람
이 행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지 아
니하노니, 이는완전한 ㄴ사랑이모든
두려움을ㄷ내어쫓음이라.

17 이에 내가 영원한 사랑인 그리
스도의 ㄱ사랑으로 충만하여졌노니,
그러므로모든아이가내게는다같도
다. 그리하여 내가 완전한 사랑으로

668모로나이서 8:9~17

10ㄱ 안내책임지다, 책임질
수 있는, 책임질 수
있음.

ㄴ 안내아이, 아이들;
겸손한, 겸손.

11ㄱ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침례 요건; 아이,
아이들.

ㄴ 안내죄 사함.
12ㄱ 교성 29:46~47; 93:38.

ㄴ 엡 6:9; 
니후 26:33; 
교성 38:16.

14ㄱ 고전 13:1~13; 
이더 12:6; 
모로 7:25~28;

10:20~23.
16ㄱ 안내권세.

ㄴ 안내사랑.
ㄷ 요1 4:18.

17ㄱ 안내자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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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어린아이들을 사랑하노니, 그들은
다같고구원에참여하는자들이라.

18 이는 하나님은 공평치 않으신
하나님이 아니요, ㄱ변하시는 존재도
아니시며, ㄴ모든 영원에서 모든 영원
까지변하지아니하심을내가앎이라.

19 ㄱ어린아이들은회개할수없은
즉, 그러므로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
나님의 순결한 자비를 부인하는 것
은 끔찍한 간악함이니, 이는 그들이
그의 ㄴ자비로인하여그의안에모두
살아있음이라.

20 또 어린아이들에게 침례가 필
요하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자
비를 부인하며, 그의 ㄱ속죄와 그의
구속의능력을무시하는자라.

21 그러한자에게화있나니, 이는
그들이 죽음과 ㄱ지옥과 ㄴ끝없는 고
통의 위험에 처해 있음이라. 내가 담
대히 이를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내
게 명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귀를 기
울이고 유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ㄷ심판대에서
너희를정죄하리로다.

22 이는 보라, 어린아이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ㄱ살아 있으며, ㄴ율법

밖에 있는 자도 모두 그러함이니,
ㄷ구속의 능력이 율법을 갖지 아니한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그런즉 정죄
받지 아니한 자, 곧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한 자는 회개할 수 없으며, 그러
한자에게침례란무익한것이요－

23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조
롱하는 행위로써 그리스도의 자비
와, 그의 성령의 권능을 부인하며,
ㄱ죽은행실을신뢰하는일이니라.

24 보라, 내 아들아, 이러한 일은
마땅히 있어서 아니되나니, ㄱ회개란
정죄 아래와 깨어진 율법의 저주 아
래있는자들을위한것임이라.

25 그리고 ㄱ회개의 첫열매는 ㄴ침
례요, 침례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와
서 계명을 이룸에 이르며, 계명을 이
룸은ㄷ죄사함을가져오니라.

26 또 죄 사함은 ㄱ온유함과 마음
의 겸손을 가져오며, 온유함과 마음
의 겸손으로 인하여 ㄴ성신의 방문이
임하는 것이라. 이 ㄷ보혜사는 ㄹ소망
과 완전한 ㅁ사랑으로 채워주시나니,
ㅂ부지런히 ㅅ기도함으로말미암아이
사랑은 모든 ㅇ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때 곧 끝이 이르기까지 견

17ㄴ 모사 3:16~19.
18ㄱ 앨 7:20; 

몰 9:9. 
안내하나님, 신회.

ㄴ 모로 7:22.
19ㄱ 눅 18:15~17.

ㄴ 안내자비로운, 자비.
20ㄱ 안내속죄하다, 속죄;

구속의 계획.
21ㄱ 안내지옥.

ㄴ 야곱 6:10; 
모사 28:3; 
교성 19:10~12.

ㄷ 안내예수 그리스도－
심판자.

22ㄱ 안내구원－아이들의
구원.

ㄴ 행 17:30; 
교성 76:71~72.

ㄷ 안내구속하다,
구속받은, 구속.

23ㄱ 교성 22:2.
24ㄱ 안내회개하다, 회개.
25ㄱ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침례 요건.
ㄴ 모세 6:58~60.

ㄷ 교성 76:52. 
안내죄 사함.

26ㄱ 안내온유한, 온유.
ㄴ 안내성신.
ㄷ 안내보혜사.
ㄹ 안내소망.
ㅁ 벧전 1:22; 

니전 11:22~25.
ㅂ 안내부지런함.
ㅅ 안내기도.
o 안내성도.



디느니라.
27 보라,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레

이맨인들을 치러 곧 나가지 아니하
면다시네게쓰리로다. 볼지어다, 이
나라 곧 니파이 백성의 ㄱ교만이, 그
들이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그들의
멸망이되었도다.

28 내아들아, 회개가그들에게임
하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러나 보라, 나는 영이 그들과 함께
ㄱ애쓰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셨는지
두려워하노라. 이 지역에서 그들은
또한하나님으로부터오는모든권능
과 권세를 폐하기를 꾀하고 있으며,
그들은성신을ㄴ부인하고있도다.

29 또 내 아들아, 그처럼 큰 지식
을저버린후에, 그들이반드시곧멸
망하여 우리의 구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과 또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예언들을이루리라.

30 내 아들아, 내가 다시 네게 쓰
든지, 아니면 다시 너를 만날 때까지
잘있으라. 아멘.

그의 아들 모로나이에게 보내는 몰
몬의두번째서한.

제9장에수록되어있음.

제 9 장

니파이인들과레이맨인들이모두사
악해지고타락하게됨－그들은서로

괴롭히며 살해함－몰몬이 은혜로우
심과선하심이영원토록모로나이에
게 머물러 있기를 기도함. 주후
401~421년경.

내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아직 살아
있음을 너로 알게 하려고 내가 다시
네게 쓰거니와, 내가 비통한 일에 대
하여얼마간쓰노라.

2 이는 보라, 내가 레이맨인들과
더불어 격심한 싸움을 치렀으되,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였고,
아아켄투스는 칼에 엎드러졌고, 루
램과 에므론도 그리되었으며, 이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뛰어난 병사
들을허다히잃었음이라.

3 또 이제 보라, 내 아들아, 나는
레이맨인들이이백성을멸망시킬까
두려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회개하
지 아니하며, 사탄이 그들을 끊임없
이충동하여피차에노하게함이라.

4 보라, 내가 끊임없이 그들과 함
께 일하고 있으되, 내가 ㄱ엄히 하나
님의 말씀을 말할 때면 그들이 떨며
나에게 노를 품고, 내가 엄히 말하지
아니하면 그것에 대하여 그들의 마
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러므로 나는
주의 영이 그들과 함께 ㄴ애쓰시기를
그치셨을까두려워하노라.

5 이는 그처럼 심히 그들이 분노
하여 내가 보기에 그들에게는 죽음
에 대한 두려움도 없으며, 그들은 서
로를 향한 그들의 사랑도 잃어 버렸

670모로나이서 8:27~9:5

27ㄱ 교성 38:39. 
안내교만.

28ㄱ 몰 5:16.

ㄴ 앨 39:6. 
안내용서받지 못할 죄.

9 4ㄱ 니후 1:26~27; 

교성 121:41~43.
ㄴ 교성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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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끊임없이 피와 복수에 ㄱ목말라
하고있음이라.

6 그러나 이제 나의 사랑하는 아
들아, 그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ㄱ부지런히일하자. 이는만일
우리가 ㄴ수고하기를 그치면 우리가
정죄 아래 들게 될 것임이요, 우리에
게는 이 흙의 성막에 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이 있음이니, 이는 우리가 모든
의의 원수를 이기고 우리의 영혼으
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얻게
하려함이니라.

7 그리고 이제 나는 이 백성의 고
난에 관하여 얼마간 기록하노라. 내
가 애모론으로부터 받은 지식에 의
하면, 보라, 레이맨인들에게는 그들
이 셰라이자 망대에서 잡은 포로가
많이 있고, 거기에는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있었는데,

8 그 여자들과 아이들의 남편과
아버지들을 그들이 죽이고, 여자들
에게는 그 남편의 살을 먹이며, 아이
들에게는 그 아버지의 살을 먹이고,
물도 조금씩밖에는 주지 아니하는
도다.

9 그러나 레이맨인들의 이 큰 가
증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모리앤툼
에 있는 우리 백성의 가증함보다 더
하지는 아니하나니, 이는 보라, 많은
레이맨인의 딸들을 저들이 포로로
잡아,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
한 ㄱ순결과 ㄴ정조를 그들에게서 빼
앗은후에－

10 그리고 저들이 이런 일을 행한
후에,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그들의
육신을 괴롭게 하여 그들을 죽게 하
고, 저들이이렇게한후에는, 저들의
마음의완악함으로인하여들짐승처
럼 그들의 살을 먹되, 용감함의 표시
로저들이그리행함이라.

11 오내사랑하는아들아, 문명이
없는 백성인들 어찌 이 같을 수 있으
리요－

12 (불과 수년이 지나갔을 뿐이니
그들은 개화되고 기뻐하심을 입던
백성이었거늘)

13 그러나내아들아, 그처럼많은
가증함을 기뻐한다 하여 백성이 어
찌이같을수있으리요－

14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
는그손을 ㄱ멈추시기를우리가어찌
기대할수있으리요?

15 보라, 내마음이부르짖기를이
백성에게 화 있도다. 하나님이시여,
심판하러 나오사 그들의 죄와 간악
함과 가증함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가리우시옵소서하는도다.

16 그리고또내아들아, 셰라이자
에 남아 있는 ㄱ과부와 그 딸들이 많
이 있으되, 레이맨인들이 가져 가버
리지 아니한 그 식량을 보라, 지네파
이의 군대가 가져가고, 그들로 하여
금 음식을 찾아 어디로든지 방황하
게 버려둔지라, 많은 늙은 여자들이
길가에서기진하여죽는도다.

17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군대는

5ㄱ 몰 4:11~12.
6ㄱ 안내부지런함.
ㄴ 야곱 1:19; 

이노 1:20. 
안내의무.

9ㄱ 안내순결.

ㄴ 안내덕.
14ㄱ 앨 10:23.
16ㄱ 안내과부.



약하고, 레이맨인들의군대는셰라이
자와나사이에있으니, ㄱ아론의군대
에게로도망했던자들은모두그들의
끔찍한포악함에희생되었느니라.

18 오내백성의사악함이여! 그들
에게는 질서도 없고 자비도 없도다.
보라, 나는사람일뿐이요, 사람의능
력을 가졌을 뿐인지라, 나의 명령을
더이상강제할수없도다.

19 또 그들은 그들의 패역함 중에
완강하여져서, 하나같이 포악하여,
노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도 살려 두
지 아니하며, 선한 것만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기뻐하는지라, 우리의 여
자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온 땅에
서 겪는 고난이 극심하여 필설로 다
할수없도다.

20 이제 내 아들아, 나는 이 처참
한 광경에 대하여 더 이상 언급하지
아니하노라. 보라, 이 백성의 간악함
을 네가 알며, 그들은 원리도 없고,
감각도 없으며, 그들의 간악함은 레
이맨인들의 간악함보다 ㄱ더한 줄을
네가아느니라.

21 보라 내 아들아, 나를 치실까
하여 내가 그들을 하나님께 천거할
수없도다.

22 그러나 보라, 내 아들아, 내가
하나님께 너를 천거하노니, 나는 네
가 구원받으리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하노라. 또 나는 하나님

께서 네 목숨을 ㄱ살려 두셔서 그의
백성이 그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나,
아니면 그들의 온전한 멸망을 목격
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노니, 이는
그들이 ㄴ회개하고 그에게로 돌아오
지 아니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을 내
가앎이라.

23 또만일그들이멸망하면, 그것
은 야렛인들과 같으리니, 이는 피와
ㄱ복수를 ㄴ구하는 그들의 마음의 완
악함으로인함이라.

24 또만일그들이멸망할진대, 우
리의많은형제들이레이맨인들에게
로 ㄱ넘어갔고 또한 많은 자가 더 그
들에게로 넘어갈 것임을 우리가 알
고 있은즉, 그러므로 만일 네가 살아
남고, 내가죽어너를보지못하거든,
대략 몇 가지를 기록하라. 그러나 내
가곧너를볼줄로확신하노니, 이는
네게 ㄴ넘겨줄거룩한기록을내가갖
고있음이니라.

25 내아들아, 그리스도안에서충
실하라. 그리고내가쓴것이너를비
통하게하여너를억눌러죽음에이르
게 하지 않기를 바라며, 또 그리스도
께서 너를 들어 올리시기를 바라며,
또 그의 ㄱ고난과 죽으심과 우리 조상
들에게 그의 몸을 보이신 일과 그의
자비하심과오래참으심과그의영광
의 소망과 ㄴ영생의 소망이 영원히 네
ㄷ마음에머물러있기를바라노라.

672모로나이서 9:18~25

17ㄱ 몰 2:9.
20ㄱ 힐 6:34~35.
22ㄱ 몰 8:3.

ㄴ 말 3:7; 
힐 13:11; 
3니 10:6; 24:7.

23ㄱ 이더 15:15~31.
ㄴ 몰 4:11~12.

24ㄱ 앨 45:14.
ㄴ 몰 6:6.

25ㄱ 안내속죄하다, 속죄.
ㄴ 안내영생.

ㄷ 안내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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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또 그 보좌가 하늘 높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만물이 자
기에게 복종하게 되기까지 그 권능
의 ㄱ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
리스도께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계
시고또거하시기를원하노라. 아멘.

제 10 장

몰몬경에 대한 증거는 성신의 권능
으로 말미암아 옴－영의 은사는 충
실한 자에게 베풀어짐. 영적인 은사
는 언제나 신앙에 동반하는 것임－
모로나이의 말이 티끌에서부터 말
함－그리스도에게로와서그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너희의 영혼을 성결
하게하라. 주후401~421년경.

이제나 모로나이는 내가 보기에 좋
은 것을 얼마간 기록하되, 나의 형제
ㄱ레이맨인들을 위하여 기록하노니,
나는그리스도의오심에대한표적이
주어진 이래로 사백이십 년 이상이
지나갔음을그들이알기원하노라.

2 그리고나는너희에게권면으로
몇마디말을하고나서, 이기록들을
ㄱ인봉하노라.

3 보라, 내가 너희를 권면하거니

와, 너희가이를읽는것이하나님안
에 있는 지혜일진대, 너희가 이 기록
을 읽게 되거든, 너희는 아담이 창조
된 때로부터 너희가 이 기록을 받게
될 때까지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에
게얼마나자비로우셨던가를기억하
고, 그것을 너희 ㄱ마음에 ㄴ깊이 생각
하라.

4 또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내
가 너희를 권면하거니와, 너희는 혹
이 기록이 ㄱ참되지 아니한지 그리스
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
버지께 ㄴ간구하여보라. 너희가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ㄷ신앙을 가지고,
ㄹ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ㅁ진실한 마
음으로 간구할진대, 그는 성신의 권
능으로 너희에게 이것의 ㅂ참됨을
ㅅ드러내어주시리라.

5 또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는 모
든것의 ㄱ참됨을ㄴ알게되리라.

6 또 무엇이든지 선한 것은 바르
고 참된지라, 그러므로 무엇이라도
선한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
니하고그가계심을인정하느니라.

7 이에 너희가 성신의 권능으로
그가 계심을 알리로다. 그런즉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는 하나님
의 권능을 부인하지 말라. 이는 그가

26ㄱ 눅 22:69; 
행 7:55~56; 
모사 5:9; 
앨 28:12.

10 1ㄱ 교성 10:48.
2ㄱ 몰 8:4, 13~14. 

안내경전－나올
것이라고 예언된
경전들.

3ㄱ 신 6:6~7.

ㄴ 신 11:18~19. 
안내깊이 생각하다.

4ㄱ 니전 13:39; 14:30; 
모사 1:6; 
이더 4:10~11; 5:3.

ㄴ 안내기도.
ㄷ 안내신앙.
ㄹ 약 1:5~7; 

모로 7:9.
ㅁ 안내정직한, 정직.

ㅂ 안내진리.
ㅅ 안내계시.

5ㄱ 요 8:32.
ㄴ 교성 35:19. 

안내분별의 은사; 간증.



ㄱ사람의 자녀들의 신앙을 따라 권능
으로써역사하심이오늘이나내일이
나영원토록동일하심이니라.

8 그리고 또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는 하나님
의 ㄱ은사를 부인하지 말라. 이는 은
사가 많음이요, 그것들이 같은 하나
님에게서 옴이니라. 또 이러한 은사
들이베풀어지는데도 ㄴ여러가지길
이있으나, 모든것안에서모든것을
역사하시는 이는 같은 하나님이시
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영의 나타
나심으로사람들에게주어지는것은
그들을유익하게하려는것이니라.

9 이는보라, ㄱ어떤이에게는하나
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을ㄴ가르치게하여주시니라.

10 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영으로
지식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
니라.

11 또 다른 이에게는 심히 큰 ㄱ신
앙을, 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영으로
ㄴ병고침의은사를,

12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는 능한
ㄱ기적행함을,

13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는 모든
것에관하여예언함을,

14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는 천사
들과성역을베푸는영들을봄을,

15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는 온갖
방언을,

16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는 언어
들과각종 ㄱ방언통역함을주심이니,

17 이 모든 은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며, 그가 원하시
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각각 임하느
니라.

18 또나의사랑하는형제들아, 내
가너희를권면하노니, 너희는 ㄱ모든
선한 은사가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임을기억하라.

19 또내사랑하는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는 그가 어
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ㄱ동일하심
과, 내가말한이모든영적인은사가
사람의 자녀들의 ㄴ믿지 않음을 따라
서가 아니고는 세상이 존재하는 동
안 결코 폐하여지지 아니할 것임을
기억하라.

20 그런즉반드시 ㄱ신앙이있어야
하며, 반드시 신앙이 있어야 할진대
또한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하며, 반
드시 소망이 있어야 할진대 또한 반
드시사랑이있어야하느니라.

21 또 너희에게 ㄱ사랑이 있지 아
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의 나
라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 너희에게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을 수 없으며, 너희에게 소망
이없어도구원받을수없느니라.

22 또 만일 너희에게 소망이 없으
면 너희가 반드시 절망하리니, 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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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ㄱ 니전 10:17~19.
8ㄱ 안내성령의 은사.
ㄴ 교성 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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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성 46:8~29.

ㄴ 교성 88:77~79, 118.

11ㄱ 안내신앙.
ㄴ 안내병 고치다, 병 고침.

12ㄱ 안내기적.
16ㄱ 안내방언의 은사.
18ㄱ 약 1:17.
19ㄱ 히 13:8.

ㄴ 모로 7:37.
20ㄱ 이더 12:3~37.
21ㄱ 고전 13:1~13; 

모로 7:1, 42~48. 
안내자애.



675 모로나이서 10:23~32

은죄악으로인하여오는도다.
23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진실

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기를,
ㄱ만일 너희에게 신앙이 있으면 내게
합당한 것은 무엇이라도 다 행할 수
있으리라하셨느니라.

24 이에이제내가땅의모든끝에
게 말하노니－만일 너희 가운데 하
나님의 권능과 은사가 폐하여지는
날이 이르면 그것은 ㄱ믿지 않음으로
ㄴ인함일것이니라.

25 또 만일 그러할진대 사람의 자
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너희 중
에선을행하는자가없되, ㄱ하나도없
을 것임이니, 이는 만일 너희 중에 선
을행하는자가있다면그는하나님의
권능과은사로역사할것임이니라.

26 또이러한것을폐하고죽을자
들에게 화 있나니, 이는 그들이 그들
의 ㄱ죄 가운데 ㄴ죽고, 하나님의 나라
에서 구원받을 수 없음이라. 내가 그
리스도의 말씀대로 이를 말하고 거
짓말하지아니하노라.

27 이에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이러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알
게될때가속히이름이니, 이는너희
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나를 볼 것

이요, 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
르시기를, 이 사람이 기록한 나의
ㄱ말을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ㄴ외치
는 자같이 참으로 ㄷ티끌에서 말하는
자같이너희에게선포하지아니하였
느냐하실것임이니라.

28 내가 이러한 것을 선포하여 예
언을 이루노니, 보라, 그것은 영원하
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아올 것이요,
그의말씀은대대로 ㄱ울려퍼질것이
니라.

29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록한
것들이참됨을너희에게보이시리라.

30 또 내가 거듭 너희를 권면하노
니 너희는 그리스도에게로 ㄱ나아와
모든 선한 은사를 붙들고 악한 은사
나부정한것은ㄴ손대지말라.

31 그리고 예루살렘이여, ㄱ깨어
나티끌에서일어나라. 또한 ㄴ시온의
딸아, 네 아름다운 옷을 입으며 너의
ㄷ말뚝을 ㄹ견고히 하고 네 경계를 영
원히넓혀 ㅁ다시는혼란하게되지않
게 하고,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집이
여, 네게 맺으신 영원하신 아버지의
성약이성취되게하라.

32 참으로 그리스도에게로 ㄱ나아
와, 그의 안에서 ㄴ온전하게 되고, 모
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라.

23ㄱ 모로 7:33.
24ㄱ 안내믿지 않음.

ㄴ 모로 7:37.
25ㄱ 조성,시 14:1~7; 

롬 3:10~12.
26ㄱ 요 8:21.

ㄴ 겔 18:26~27; 
니전 15:32~33; 
모사 15:26.

27ㄱ 니후 33:10~11.

ㄴ 니후 3:19~20; 
27:13; 33:13; 
몰 9:30.

ㄷ 사 29:4.
28ㄱ 니후 29:2.
30ㄱ 니전 6:4; 

몰 9:27; 
이더 5:5.

ㄴ 앨 5:57.
31ㄱ 사 52:1~2.

ㄴ 안내시온.
ㄷ 안내스테이크.
ㄹ 사 54:2.
ㅁ 이더 13:8.

32ㄱ 마 11:28; 
니후 26:33; 
야곱 1:7; 옴 1:26.

ㄴ 마 5:48; 
3니 12:48. 
안내완전한.



너희가 만일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고, 너희의 능력과 생각
과힘을다하여하나님을 ㄷ사랑할것
같으면, 그러면 그의 은혜가 너희에
게 족하니, 그의 은혜로 너희가 그리
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지라, 또 만
일 하나님의 ㄹ은혜로 너희가 그리스
도 안에서 온전하면,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의 권능을 부인할 수 없으리
로다.

33 그리고또, 너희가만일하나님
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
고 그의 권능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ㄱ피 흘리

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
스도 안에서 ㄴ성결하게 되나니, 이
피 흘리심은 아버지의 성약 안에서
너희의 ㄷ죄사함을위한것으로서너
희를 ㄹ거룩하며 흠 없게 되게 하는
것이니라.

34 그리고 이제 나는 모든 이에게
작별을 고하노니, 내가 곧 하나님의
ㄱ낙원으로 가서 ㄴ쉬리로다. 그리하
여 나의 ㄷ영과 육신이 다시 ㄹ재결합
하고, 내가 ㅁ공중에서승리자로나아
와, 산 자와 죽은 자의 영원한 ㅂ재판
관이신 위대한 ㅅ여호와의 기쁜 ㅇ심
판대앞에서너희를만나리라. 아멘.

676모로나이서 10:33~34

32ㄷ 교성 4:2; 59:5~6.
ㄹ 니후 25:23.

33ㄱ 안내속죄하다, 속죄.
ㄴ 안내성결하게 됨.
ㄷ 안내죄 사함.

ㄹ 안내거룩함.
34ㄱ 안내낙원.

ㄴ 안내안식.
ㄷ 안내영.
ㄹ 안내부활.

ㅁ 살전 4:17.
ㅂ 안내예수 그리스도－

심판자.
ㅅ 안내여호와.
ㅇ 야곱 6:13.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교리와 성약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 및 교회 제일회장단의

계승자들에 의한 추가문





소 개

교리와 성약은 마지막 날에 지상에 세워지는 하나님 왕국의 설립과 규범
을 위하여 주신 신성한 계시 및 영감 받은 선언문을 모은 책이다. 대부

분의 편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 메
시지와 경고 그리고 권면은 온 인류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거기에는 만방의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현세적 복리와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음성을들으라는초대의글이실려있다.

이 편집된 책에 있는 대부분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초
대선지자요제일회장단회장이었던조셉스미스이세를통하여받은것이다.
그 외의 것은 제일회장단의 그의 계승자 중 몇 사람을 통하여 발표된 것이다
(135, 136 및138편의머리말과공식선언1과2 참조).

교리와 성약은 성경, 몰몬경 그리고 값진 진주와 더불어 교회의 표준 경전
중 하나이다. 그러나 교리와 성약은 고대 문서의 번역문이 아니고 그 기원이
현대에있으며, 오늘날지상에서의하나님의거룩한사업의회복과하나님왕
국의설립을위하여주께서택하신여러선지자를통하여주신것이기때문에
특별한것이다. 이들계시에서사람들은때가찬경륜의시대에새롭게말씀하
시는주예수그리스도의부드러우나확고한음성을듣게되며, 여기에시작된
사업은주의재림을위한준비로서세상이시작된이래로있어온모든거룩한
선지자의말씀을성취하는것이며그말씀에합치되는것이다.

조셉스미스이세는1805년 12월 23일버몬트주윈저군샤론에서태어났
다. 어릴때그는가족과함께뉴욕주의서부에있는맨체스터로이주하였다.
그가영원하신아버지이신하나님과그의아들예수그리스도께서친히그를
찾아오신 첫번째 시현을 경험한 것은 1820년 봄 열네 살의 나이로 맨체스터
근처에 살고 있을 때였다. 이 시현에서 그는 신약시대에 세워져 복음의 충만
함을베풀던예수그리스도의참된교회는더이상지상에존재하지않는다는
말씀을 들었다. 그 후 또 다른 신성한 여러 나타내심이 이어졌는데 그때에 그
는 많은 천사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가 지상에서 해야 할
특별한일을가지고계시며그를통해서예수그리스도의교회가지상에회복
되리라는사실이그에게알려졌다.

시간이 지남에따라조셉스미스는하나님의도우심으로몰몬경을번역하
여 출판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하는 동안 그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1829년 5월
침례요한에의해아론신권에성임되었고(교성13 참조), 그후곧그두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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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대의 사도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에 의해 멜기세덱 신권에 또한 성
임되었다(교성 27:12 참조). 뒤이은 다른 성임에서 모세, 엘리야, 일라이어스
그리고많은고대의선지자들에의하여신권의여러열쇠가그들에게수여되
었다(교성110; 128:18, 21참조). 실제에있어서이들여러성임은지상에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신성한 권세의 회복이었다. 1830년 4월 6일 하늘의 지시 아
래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교회를 조직하였고, 이같이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복음을 가르치고 구원의 의식을 베풀 권세를 가진 기관으로 인
간 가운데 다시 한번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다(값진 진주, 조셉 스미스－역
사1:1~75 및교성20 참조).

이들 거룩한 계시는 필요한 때에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것이며, 실제 인물
이 관련된 실생활의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선지자와 그의 동료들은 신성한
인도를 간구하였고, 이들 계시는 그들이 그 인도를 받았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들계시에서우리는예수그리스도의복음이회복되어전개되고때가찬경
륜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된다. 또한 뉴욕 주와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오하이오 주로, 미주리 주로, 일리노이 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미국 서부의
대분지로의교회의서부이동, 그리고현대에시온을지상에건설하려는성도
들의 지대한 노력이 이들 계시에 나타나 있다. 초기의 몇몇 편들은 몰몬경의
번역과출판에관한일을다루고있다(3, 5, 10, 17 및 19편참조). 그뒤의몇몇
편들은영감으로성경을번역하던선지자조셉스미스의활동을반영하고있
으며, 조셉스미스는그일을하는동안위대한교리가기록된편들을많이받
았다(이를테면37, 45, 73, 76, 77, 86, 91 및 132편이그것인데, 이것들은각기
성경번역에어느정도직접적인관련이있는것들이다).

이들계시에는복음의교리들이신회의본질, 사람의기원, 사탄의실재, 필
멸의 삶의 목적, 순종의 필요성, 회개의 필요성, 성령의 역사, 구원에 관련된
의식과집행, 지구의운명, 부활과심판이후의사람의장래상태, 결혼관계의
영원성, 가족의 영원성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시되
어 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관리 구조의 점진적인 전개도 감독, 제일회장단,
십이사도 평의회, 칠십인 정원회의 부름과 그 외의 여러 감리 직분과 정원회
의 설립과 함께 나타나 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어진 증
언－그의 신성, 그의 위엄, 그의 완전성, 그의 사랑, 그리고 그의 구속의 권
능－에 대한 증언은 이 책을 인간 가족에게 위대한 가치가 있는 책이 되게 해
주고있으며, 온지상의재물보다더값진것으로만들어주고있다.

1833년일련의계시가그리스도교회의통치를위한계명의책(A Book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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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andments for the Government of the Church of Christ)이라는제호로
미주리 주 시온 (인디펜던스)에서 발간되었다. 이 출판에 관하여 교회의 장로
들은주께서그들의영혼에이들계시가참되다는증언을해주셨다고엄숙하
게 증언하였다. 주께서 그의 종들과 계속하여 교통하심에 따라 이 년 후 오하
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후기 성도 교회 교리와 성약(Doctrine and Covenants
of the Church of the Latter Day Saints)이라는 제호로 증보판이 발행되었다.
1835년에발행된판에십이사도의서면증언이다음과같이첨부되었다.

교리와 성약의

진실성에 대한

십이사도의 증언

주께서 조셉 스미스 이세를 통하여 그의 교회에 주신 주의 계명의 책에 대
한 증인들의 증언이니, 조셉 스미스 이세는 이 목적을 위하여 교회의 동의로
임명된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온 인류 세계에 그리고 지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기
꺼이 증언하려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성신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증거해주신바, 이여러계명이하나님의영감으로주어진것이요, 모
든사람에게유익하며, 진실로참되다는것이라.

주는우리를도우시는이시매, 우리가이증언을세상에주노라. 그리고세
상에 이 증언을 하는 특권이 허락됨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
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이니, 우리는 이를 심히 기뻐하며, 이로써 사람의 자
녀들이유익을얻기를항상주께기도하노라.

십이사도의이름은다음과같았다.

토머스비마쉬 올슨하이드 윌리엄스미스
데이비드더블류패튼 윌리엄이맥클렐른 올슨프랫
브리검영 팔리피프랫 존에프보인튼
히버시킴볼 룩에스존슨 라이먼이존슨

교리와 성약의 이후의 판에는 추가된 계시와, 다른 기록할 만한 사항이 교
회의합법적인성회나대회에서받아들여져채택되는대로추가되었다.

1835년판부터는 신학교재 일곱 편이 또한 포함되게 되었는데, 신앙강좌
(Lectures on Faith)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이것들은 1834년부터 1835년까
지오하이오주커틀랜드의선지자학교에서사용할목적으로준비되었다. 비
록이들강의록이교리와교육에유익한것이기는하지만교회전체에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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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지거나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1921년판 이후로는 교리와 성약에서
삭제되었다.

과거의 판에는 약간의 오류가 존속되어 왔음이 명백한데, 특히 각 편의 머
리말의 역사 부분이 그러하다. 따라서 이 판은 일자와 장소명의 정정과 또한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몇 가지 사소한 수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변
경이 가해진 것은 내용을 역사 문서와 일치시키기 위함이다. 이 최근 판의 또
다른특징중에는관련경전참조구절, 각편의머리말그리고내용요약의개
선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교리와 성약 안에 주신 주의 메시지를 독자들이 이
해하고기뻐하도록돕는데그목적이있다.

교리와 성약의 각 편의 머리말에는 그 편과 관련된 교회사(History of the
Church)의 참조 구절이 실려 있다. 교회사는 1820년부터 1848년까지에 걸친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의역사기술서이며모두7권으로되어있다. 이
책은 아직 번역되지 않았으며 현재 영어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교리와 성약
의 이 판의 각 편 머리말에 있는 교회사의 원전 인용은 이 역사서의 영문판을
가리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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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연대순

때 장소 편
1823년 9월 뉴욕주맨체스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828년 7월 펜실베이니아주하모니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여름 펜실베이니아주하모니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1829년 2월 펜실베이니아주하모니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3월 펜실베이니아주하모니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4월 펜실베이니아주하모니₩ ₩ ₩ ₩ ₩ ₩ ₩ ₩ ₩ ₩ ₩ ₩ ₩ ₩ ₩ ₩ ₩ ₩ ₩ ₩ ₩ ₩ ₩ 6, 7, 8, 9
5월 펜실베이니아주하모니₩ ₩ ₩ ₩ ₩ ₩ ₩ ₩ ₩ ₩ ₩ ₩ ₩ ₩ ₩ ₩ ₩ ₩ ₩ ₩ ₩ ₩ 11, 12, 13
6월 뉴욕주페이에트₩ ₩ ₩ ₩ ₩ ₩ ₩ ₩ ₩ ₩ ₩ ₩ ₩ ₩ ₩ ₩ ₩ ₩ ₩ ₩ ₩ ₩ 14, 15, 16, 17, 18

1830년 3월 뉴욕주맨체스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4월 뉴욕주페이에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21
4월 뉴욕주맨체스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23
7월 펜실베이니아주하모니₩ ₩ ₩ ₩ ₩ ₩ ₩ ₩ ₩ ₩ ₩ ₩ ₩ ₩ ₩ ₩ ₩ ₩ ₩ ₩ ₩ ₩ 24, 25, 26
8월 펜실베이니아주하모니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9월 뉴욕주페이에트 ₩ ₩ ₩ ₩ ₩ ₩ ₩ ₩ ₩ ₩ ₩ ₩ ₩ ₩ ₩ ₩ ₩ ₩ ₩ ₩ ₩ ₩ ₩ ₩ 28, 29, 30, 31
10월 뉴욕주페이에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33
11월 뉴욕주페이에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12월 뉴욕주페이에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36, 37

1831년 1월 뉴욕주페이에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38, 39, 40
2월 오하이오주커틀랜드 ₩ ₩ ₩ ₩ ₩ ₩ ₩ ₩ ₩ ₩ ₩ ₩ ₩ ₩ ₩ ₩ ₩ ₩ ₩ ₩ ₩ 41, 42, 43, 44
3월 오하이오주커틀랜드₩ ₩ ₩ ₩ ₩ ₩ ₩ ₩ ₩ ₩ ₩ ₩ ₩ ₩ ₩ ₩ ₩ ₩ ₩ 45, 46, 47, 48, 49
5월 오하이오주커틀랜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5월 오하이오주톰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6월 오하이오주커틀랜드₩ ₩ ₩ ₩ ₩ ₩ ₩ ₩ ₩ ₩ ₩ ₩ ₩ ₩ ₩ ₩ ₩ ₩ ₩ 52, 53, 54, 55, 56
7월 미주리주잭슨군시온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
8월 미주리주잭슨군시온₩ ₩ ₩ ₩ ₩ ₩ ₩ ₩ ₩ ₩ ₩ ₩ ₩ ₩ ₩ ₩ ₩ ₩ ₩ ₩ ₩ ₩ ₩ 58, 59, 60
8월 미주리주미주리강변 ₩ ₩ ₩ ₩ ₩ ₩ ₩ ₩ ₩ ₩ ₩ ₩ ₩ ₩ ₩ ₩ ₩ ₩ ₩ ₩ ₩ ₩ ₩ ₩ ₩ 61, 62
8월 오하이오주커틀랜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
9월 오하이오주커틀랜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4
10월 오하이오주하이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5
10월 오하이오주오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6
11월 오하이오주하이럼 ₩ ₩ ₩ ₩ ₩ ₩ ₩ ₩ ₩ ₩ ₩ ₩ ₩ ₩ ₩ ₩ ₩ ₩ ₩ ₩ 1, 67, 68, 69, 133
11월 오하이오주커틀랜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
12월 오하이오주하이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
12월 오하이오주커틀랜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2

1832년 1월 오하이오주하이럼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 74
1월 오하이오주앰허스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
2월 오하이오주하이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6
3월 오하이오주하이럼 ₩ ₩ ₩ ₩ ₩ ₩ ₩ ₩ ₩ ₩ ₩ ₩ ₩ ₩ ₩ ₩ ₩ ₩ ₩ ₩ 77, 78, 79, 80, 81
4월 미주리주잭슨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 83
4월 미주리주인디펜던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3

*명기된장소또는그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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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장소 편
1832년 8월 오하이오주하이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9

9월 오하이오주커틀랜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
11월 오하이오주커틀랜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
12월 오하이오주커틀랜드₩ ₩ ₩ ₩ ₩ ₩ ₩ ₩ ₩ ₩ ₩ ₩ ₩ ₩ ₩ ₩ ₩ ₩ ₩ ₩ ₩ ₩ ₩ 86, 87*, 88

1833년 2월 오하이오주커틀랜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9
3월 오하이오주커틀랜드 ₩ ₩ ₩ ₩ ₩ ₩ ₩ ₩ ₩ ₩ ₩ ₩ ₩ ₩ ₩ ₩ ₩ ₩ ₩ ₩ ₩ ₩ ₩ 90, 91, 92
5월 오하이오주커틀랜드₩ ₩ ₩ ₩ ₩ ₩ ₩ ₩ ₩ ₩ ₩ ₩ ₩ ₩ ₩ ₩ ₩ ₩ ₩ ₩ ₩ ₩ ₩ ₩ ₩ ₩ 93, 94
6월 오하이오주커틀랜드₩ ₩ ₩ ₩ ₩ ₩ ₩ ₩ ₩ ₩ ₩ ₩ ₩ ₩ ₩ ₩ ₩ ₩ ₩ ₩ ₩ ₩ ₩ ₩ ₩ ₩ 95, 96
8월 오하이오주커틀랜드₩ ₩ ₩ ₩ ₩ ₩ ₩ ₩ ₩ ₩ ₩ ₩ ₩ ₩ ₩ ₩ ₩ ₩ ₩ ₩ ₩ ₩ ₩ ₩ ₩ ₩ 97, 98
10월 뉴욕주페리스버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12월 오하이오주커틀랜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1

1834년 2월 오하이오주커틀랜드 ₩ ₩ ₩ ₩ ₩ ₩ ₩ ₩ ₩ ₩ ₩ ₩ ₩ ₩ ₩ ₩ ₩ ₩ ₩ ₩ ₩ ₩ ₩ ₩ 102, 103
4월 오하이오주커틀랜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104*
6월 미주리주피싱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5
11월 오하이오주커틀랜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6

1835년 3월 오하이오주커틀랜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7
8월 오하이오주커틀랜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4
12월 오하이오주커틀랜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8

1836년 1월 오하이오주커틀랜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7
3월 오하이오주커틀랜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9
4월 오하이오주커틀랜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0
8월 매사추세츠주살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1

1837년 7월 오하이오주커틀랜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2
1838년 3월 미주리주파웨스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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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경고의 음성은 모든 백성에게
미칠 것임. 8~16, 배도와 사악함이
재림에 앞서 있음. 17~23, 조셉 스미
스는 주의 진리와 권능을 땅에 회복
하도록 부름을 받음. 24~33, 몰몬경
이 출현하고 참된 교회가 세워짐.
34~36, 평화가 땅에서 거두어질 것
임. 37~39, 이계명들을상고하라.

들으라, 오 너희, 나의 ㄱ교회의
백성들아, 높은 곳에 거하며

그 ㄴ눈이모든사람을굽어보는이의
음성이 이르노라. 그러하도다, 진실
로내가이르노니, 너희, 먼곳에있는
백성들아, ㄷ들으라. 바다의 섬들 위
에있는너희여, 함께귀를기울이라.

2 이는 진실로 주의 ㄱ음성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며 ㄴ피할 자는 아무도
없음이니, 보지 아니할 눈도 없으며,
듣지 아니할 귀도 없으며, 꿰뚫리지

아니할ㄷ마음도없음이니라.
3 또ㄱ거역하는자는많은슬픔으로

찔림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의 죄악
이 지붕 위에서 ㄴ이야기되고 그들의
은밀한행위가드러날것임이니라.

4 또 ㄱ경고의 음성이 이 ㄴ마지막
날에 내가 택한 나의 제자들의 입으
로모든백성에게미치리라.

5 또 그들이 나아갈 것이매, 아무
도그들을막지못하리니, 이는나주
가그들에게명하였음이니라.

6 보라, 오 땅의 주민들아, 이것은
나의 ㄱ권세요, 나의 종들의 권세이
니, 그들에게주어너희에게 ㄴ출판하
게 한 나의 계명의 책에 붙이는 나의
서문이니라.

7 그런즉 오 너희 백성들아, ㄱ두려
워하며떨지어다. 이는나주가그가
운데 선포한 것들이 ㄴ성취될 것임이
니라.

교리와 성약

제 1 편

1831년 11월 1일 오하이오 주 하이럼에서 개최된 교회의 장로들의 특별대회
동안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시(교회사 1:221~224). 이때 이
전에 이미 주께로부터 많은 계시가 주어졌으며, 그 계시들을 책의 형태로 출
판하기 위한 편집은 대회에서 통과시켜야할 주요 의제 중 하나였다. 이 편은
이경륜의시대에주신교리, 성약그리고계명에붙이는주의서문이다. 

1 1ㄱ 3니 27:3; 교성 20:1.
안내예수 그리스도
교회.

ㄴ 교성 38:7~8. 
안내하나님, 신회.

ㄷ 신 32:1.
2ㄱ 교성 133:16.

ㄴ 빌 2:9~11.
ㄷ 안내마음.

3ㄱ 안내거역.
ㄴ 눅 8:17; 12:3; 

니후 27:11; 몰 5:8.
4ㄱ 겔 3:17~21; 교성 63:37.

안내선교 사업;

경고하다, 경고.
ㄴ 안내마지막 날, 후일.

6ㄱ 안내예수 그리스도－
권세.

ㄴ 교성 72:21.
7ㄱ 신 5:29; 전 12:13.
ㄴ 교성 1:38.



8 또진실로내가너희에게이르노
니, 땅의 주민에게 이 소식을 지니고
나아가는 자들, 그들에게는 믿지 아
니하며 ㄱ거역하는 자들을 땅에서나
하늘에서도함께 ㄴ인칠권능이주어
졌나니,

9 그러하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ㄱ진노가 ㄴ악인에게한량없이쏟아질
그날을위하여－

10 곧 주가 각 사람에게 그 ㄱ행위
대로 ㄴ보응하며, 그가 자기 이웃을
헤아린 그 헤아림에 따라 ㄷ헤아리는
그 ㄹ날을 위하여 인 칠 권세가 주어
졌느니라.

11 그런즉 주의 음성은 땅 끝까지
미치나니, 듣고자 하는 자는 모두 듣
게하려함이니라.

12 너희는 대비하라. 너희는 장차
임할 일에 대비하라. 이는 주께서 가
까우심이니라.

13 또 주의 ㄱ분노가 불붙고 그의
ㄴ검이하늘에서씻기웠은즉, 땅의주
민위에떨어지리라.

14 또 ㄱ주의 팔이 드러나리니, 주
의음성과그의종들의음성을 ㄴ들으
려 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들과 사도

들의 말씀에 주의를 ㄷ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백성 가운데서 ㄹ끊
어버림을당할그날이오는도다.

15 이는 그들이 나의 ㄱ의식에서
ㄴ벗어났으며 나의 ㄷ영원한 성약을
ㄹ깨뜨렸음이라.

16 그들은 주의 의를 세우기 위하
여주를 ㄱ구하지아니하고모든사람
이 ㄴ자기자신의 ㄷ길로, 또자기자신
의 신의 ㄹ형상을 따라 걷나니, 그 형
상은 세상의 모습이요, 그 실체는 우
상의것이니, 점점ㅁ낡아져바벨론곧
무너질ㅂ대바벨론에서멸망하리라.

17 그런즉 땅의 ㄱ주민들에게 임할
재앙을알고있는나주는나의종조
셉 스미스 이세를 불러 하늘에서 그
에게말하였고, 그에게명하였으며,

18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명하
여 이 일들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였
나니, 이 모든 것은 선지자들이 기록
한것이이루어지게하려함이라－

19 곧세상의 ㄱ연약한것들이나아
와힘있고강한것들을부수리니, 이
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이웃을 권
고하지 않게 하며, 육신의 팔을 ㄴ의
지하지않게하려함이요－

2교리와 성약 1:8~19

8ㄱ 안내거역.
ㄴ 안내인봉하다, 인봉.

9ㄱ 계 19:15~16; 
니전 22:16~17.

ㄴ 모사 16:2; 
조마 1:31, 55.

10ㄱ 잠 24:12; 
앨 9:28; 41:2~5; 
교성 6:33.

ㄴ 겔 7:4; 교성 56:19. 
안내예수 그리스도－
심판자.

ㄷ 마 7:2.
ㄹ 안내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13ㄱ 교성 63:6.

ㄴ 겔 21:3; 교성 35:14.
14ㄱ 사 53:1.

ㄴ 니후 9:31; 
모사 26:28.

ㄷ 교성 11:2.
ㄹ 행 3:23; 앨 50:20; 

교성 50:8; 56:3.
15ㄱ 안내의식.

ㄴ 수 23:16; 사 24:5.
ㄷ 안내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ㄹ 안내배도.

16ㄱ 마 6:33.
ㄴ 사 53:6.
ㄷ 교성 82:6.
ㄹ 출 20:4; 3니 21:17. 

안내우상 숭배.
ㅁ 사 50:9.
ㅂ 교성 64:24; 133:14.

안내 바벨, 바벨론;
세상적인 것.

17ㄱ 사 24:1~6.
19ㄱ 행 4:13; 고전 1:27; 

교성 35:13; 133:58~59. 
안내온유한, 온유.

ㄴ 니후 28:31. 안내신뢰.



3 교리와 성약 1:20~34

20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 하나
님곧세상의구주의이름으로 ㄱ말하
게하려함이요,

21 신앙이 또한 땅에서 증가되게
하려함이요,

22 나의영원한 ㄱ성약이굳게세워
지게하려함이요,

23 나의 ㄱ복음의 충만함이 ㄴ연약
한 자들과 단순한 자들에 의하여 세
상 끝까지 그리고 왕들과 통치자들
앞에ㄷ선포되게하려함이니라.

24 보라, 나는하나님이요, 이를말
하였노라. 이들 ㄱ계명은나에게서나
온 것이요, 연약함 가운데 있는 나의
종들에게 그들의 ㄴ언어의 방식에 좇
아주어진것이니이는그들로 ㄷ이해
할수있게하려함이라.

25 또그들이잘못을범한만큼, 그
것이알려지게하려함이요,

26 그들이 ㄱ지혜를 구한 만큼, 가
르침을받게하려함이요,

27 그들이 죄를 범한 만큼, ㄱ회개
하도록ㄴ징계를받게하려함이요,

28 그들이 ㄱ겸손한 만큼, 강하게
되게하며, 높은곳에서오는복을받
게 하며, 시시로 ㄴ지식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29 또 니파이인의 기록을 받은 후

에, 참으로나의종조셉스미스이세
가 하나님의 자비를 통하여 하나님
의 권능으로써 ㄱ몰몬경을 번역할 수
있는능력을가지게하려함이요,

30 또한 이 여러 계명을 받은 자들
이 이 ㄱ교회의 기초를 놓으며, 온 지
면 위에서 유일한 참되고 살아 있는
ㄴ교회를 희미한 데서 그리고 ㄷ캄캄
한데서이끌어나아오게할 ㄹ권능을
가지게하려함이니. 나주는이교회
를 매우 ㅁ기쁘게 여기노라. 이는 교
회 전체를 말하는 것이요, 개개인에
대하여서가아니니－

31 무릇나주는 ㄱ죄를털끝만큼도
묵과할수없느니라.

32 그러할지라도회개하고주의계
명을준행하는자는ㄱ용서받으리라.

33 그리고 ㄱ회개하지 아니하는 자
는 그가 받았던 빛마저도 그에게서
ㄴ거두어지리니, 무릇 나의 ㄷ영이 항
상 사람과 함께 ㄹ애쓰시지는 아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주가이르노라.

34 그리고 또, 오 땅의 주민들아,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20ㄱ 안내증언하다.
22ㄱ 교성 39:11. 

안내성약;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23ㄱ 안내복음.
ㄴ 고전 1:26~29.
ㄷ 안내선교 사업.

24ㄱ 니후 33:10~11; 
모로 10:27~28.

ㄴ 니후 31:3; 이더 12:39.
ㄷ 교성 50:12. 

안내이해.
26ㄱ 약 1:5; 교성 42:68. 

안내지혜.
27ㄱ 안내회개하다, 회개.

ㄴ 안내징계하다, 징계.
28ㄱ 안내겸손한, 겸손.

ㄴ 안내지식.
29ㄱ 안내몰몬경.
30ㄱ 안내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복음의 회복.
ㄴ 엡 4:5, 11~14. 

안내교회, 참된 교회의
표적.

ㄷ 안내어둠, 영적.
ㄹ 교성 1:4~5, 17~18.

ㅁ 교성 38:10.
31ㄱ 앨 45:16; 교성 24:2.

안내죄.
32ㄱ 교성 58:42~43. 

안내용서하다.
33ㄱ 모사 26:32.

ㄴ 앨 24:30; 
교성 60:2~3.

ㄷ 안내성신.
ㄹ 창 6:3; 니후 26:11; 

몰 5:16; 이더 2:15; 
모로 9:4.



주는기꺼이이일들을 ㄱ모든육체에
게알게하려하노니,

35 이는내가사람을 ㄱ외모로취하
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ㄴ날이 속히 오는 줄 알게 하려 함
이라, ㄷ평화가 땅에서 거두어지고
ㄹ악마가 자신의 영토를 다스릴 힘을
가지게 될 그 시각은 아직 아니나 가
까웠도다.

36 그리고또한주도자기 ㄱ성도를
다스릴 권능을 가지게 될 것이요, 그
들 ㄴ가운데서 ㄷ다스릴 것이며 ㄹ심판
하러ㅁ에돔곧세상에내려오리라.

37 이 여러 ㄱ계명을 상고하라. 이

는 그것들이 참되고 신실하며, 그 안
에있는예언들과 ㄴ약속들이모두이
루어질것임이니라.

38 나주가말한것은내가말한것
이요, 나는 나 자신을 변명하지 아니
하나니, 여러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
라도 나의 ㄱ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ㄴ이루어지리라. 내 자신의 ㄷ음성
으로한것이나나의 ㄹ종들의음성으
로한것이나 ㅁ같으니라.

39 보라, 또 바라보라, 무릇 주는
하나님이요, ㄱ영은 증거하나니, 그
증거는참되며, ㄴ참된것은영원무궁
토록존재하느니라. 아멘.

제 2 편

1823년9월21일저녁뉴욕주맨체스터에있는선지자의부친의집에있을때
천사 모로나이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한 말씀의 발췌문(교회사 1:12). 모
로나이는 지금 몰몬경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기록을 만들었던 여
러 역사가들 중 마지막 분이었다(말라기 4:5~6, 또한 교성 27:9; 110:13~16 및
128:18과비교하라).

1, 엘리야가 신권을 드러낼 것임.
2~3, 아버지들에 대한 약속이 자녀
들의마음에심어짐.

보라, 주의 ㄱ크고두려운날이이
르기 전에 나는 선지자 ㄴ엘리

야의 손으로 너희에게 신권을 드러

4교리와 성약 1:35~2:1

34ㄱ 마 28:19; 
교성 1:2; 42:58.

35ㄱ 신 10:17; 행 10:34;
모로 8:12; 
교성 38:16.

ㄴ 안내마지막 날, 후일.
ㄷ 교성 87:1~2. 

안내평화; 표적, 시대의.
ㄹ 안내악마.

36ㄱ 안내성도.
ㄴ 슥 2:10~11; 

교성 29:11;
84:118~119.

ㄷ 안내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천년
통치.

ㄹ 안내심판하다, 심판.
ㅁ 안내세상.

37ㄱ 안내경전.
ㄴ 교성 58:31; 62:6; 82:10.

38ㄱ 왕하 10:10; 
마 5:18; 24:35; 
니후 9:16; 조마 1:35.

ㄴ 교성 101:64.
ㄷ 신 18:18; 

교성 18:33~38; 21:5.
안내계시; 음성.

ㄹ 안내선지자.

ㅁ 안내권세; 지지함, 교회
지도자를.

39ㄱ 요1 5:6; 
교성 20:27; 42:17.

ㄴ 안내진리.
2 1ㄱ 교성 34:6~9;

43:17~26.
ㄴ 말 4:5~6; 

3니 25:5~6; 
교성 110:13~15;
128:17; 
조역 1:38~39. 
안내엘리야; 
열쇠, 신권의.



5 교리와 성약 2:2~3:6

내리라.
2 그리고 ㄱ그는 아버지들에게 한

ㄴ약속들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을 것
이요, 자녀들의 마음은 그들의 아버

지들에게로돌이키리라.
3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가 오실 때에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
게되리라.

억하라.
4 무릇사람이아무리많은계시를

받고 위대한 일을 많이 행할 권능이
있다 할지라도, 만일 자신의 힘을
ㄱ자랑하며하나님의 ㄴ권고를무시하
며자신의뜻과 ㄷ육신에속한욕망의
지시를 좇으면, 그는 반드시 타락하
여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ㄹ앙갚음을
자초할수밖에없느니라.

5 보라, 이것들이 네게 맡겨져 왔
도다. 그러니 네게 주어진 명령은 얼
마나 엄격하더냐. 그리고 만일 네가
그것을 어기지 아니하였으면, 네게
한그약속들도또한기억하라.

6 그리고 보라, 네가 하나님의 계
명과 율법을 ㄱ어기며, 사람의 ㄴ설득
에넘어간것이그몇번이냐.

1~4, 주의 진로는 하나의 영원한 원
임. 5~15, 조셉 스미스는 회개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번역하는 은
사를 잃을 것임. 16~20, 몰몬경은 리
하이의후손을구원하러나아옴.

하나님의여러 ㄱ일과 계획과 목
적은좌절될수없으며, 허사가

될수도없느니라.
2 이는 ㄱ하나님은 굽은 길로 걷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말한 것을 변
경하지도 아니함이니, 그러므로 그
의 길은 곧고, 그의 ㄴ진로는 하나의
영원한원이니라.

3 기억하라. 좌절되는 것은 ㄱ하나
님의 일이 아니요, 사람의 일임을 기

제 3 편

1828년7월펜실베이니아주하모니에서리하이서라일컬어지던몰몬경의첫
부분에서 번역된 원고 116장의 분실에 관하여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 선지자는 자기가 맡았던 원고를, 몰몬경 번역에 서기로 잠시 봉사하던
마틴해리스에게맡기는것을내키지않으면서도허용하였었다. 이계시는우
림과둠밈을통하여주어졌다(교회사1:21~23). (제10편참조.)

2ㄱ 교성 27:9; 98:16~17.
ㄴ 안내구원, 죽은 자를

위한; 인봉하다, 인봉.
3 1ㄱ 시 8:3~9; 

교성 10:43.
2ㄱ 앨 7:20. 

안내하나님, 신회.
ㄴ 니전 10:18~19; 

교성 35:1.
3ㄱ 행 5:38~39; 

몰 8:22; 
교성 10:43.

4ㄱ 교성 84:73. 
안내교만.

ㄴ 야곱 4:10; 
앨 37:37. 

안내하나님의 계명;
권고.

ㄷ 안내육신에 속한.
ㄹ 안내복수.

6ㄱ 교성 5:21; 
조역 1:28~29.

ㄴ 교성 45:29; 46:7.



7 이는 보라, 네가 하나님보다 사
람을 더 ㄱ두려워하지 말았어야 하였
음이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고
를무시하며, 그의말씀을 ㄴ경멸할지
라도－

8 그래도 너는 충실했어야 하였나
니, 그리하였더면 그가 자기 팔을 펴
서, ㄱ대적의 모든 ㄴ불화살을 막도록
너를떠받쳐주고 ㄷ고난의때마다너
와함께해주었으리라.

9 보라, 너는 조셉이라, 너는 주의
일을하도록택함을받았도다. 그러나
범법으로 말미암아, 만일 네가 깨어
살피지아니하면너는타락하리라.

10 그러나 기억하라. 하나님은 자
비로우시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준
그 명령에 반하여 행한 바를 회개하
라. 그리하면 너는 아직도 택함을 받
고있나니, 다시그일에부름을받느
니라.

11 이를 행하지 아니하면, 너는 넘
겨져 다른 사람과 같이 되어 더 이상
은사를가지지못하게되리라.

12 그리고하나님이네게시력과능
력을 주사 ㄱ번역하게 하신 것을 네가
넘겨주었을 때, 너는 성스러운 것을
사악한ㄴ사람의손에넘겨준것이니,

13 그는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하

며, 하나님 앞에서 맺은 지극히 성스
러운 약속들을 깨뜨리고, 자신의 판
단에의지하며, 자신의지혜를 ㄱ자랑
하였느니라.

14 그리고 이것이 네가 잠시 동안
너의특권을잃은이유이니－

15 이는네가처음부터너를 ㄱ지도
하는 자의 권고가 짓밟히는 것을 용
납하였음이니라.

16 그러할지라도 나의 일은 나아
가리라. 이는유대인의 ㄱ증언을통하
여 ㄴ구주에대한지식이세상에전하
여진 만큼, 그와 같이 나의 백성에게
구주에 대한 ㄷ지식이 전하여질 것임
이요－

17 또그들의아버지들의증언을통
하여ㄱ니파이인과야곱인과요셉인과
조램인에게전하여질것임이니라－

18 그리고 이 ㄱ증언은 ㄴ레이맨인
과레뮤엘인과이스마엘인에게알려
질 것이니, 이들은 그 아버지들의 죄
악으로 말미암아 ㄷ믿지 않음에 빠져
들었으며, 주는 그 아버지들에게 그
들의 형제 니파이인을 ㄹ멸망시키도
록 허락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죄악
과그들의가증함때문이었느니라.

19 그리고바로이 ㄱ목적을위하여
이 기록이 실려 있는 이 ㄴ판이 보존

6교리와 성약 3:7~19

7ㄱ 시 27:1; 
눅 9:26; 
교성 122:9. 
안내용기, 용기있는;
두려움.

ㄴ 레 26:42~43; 
니전 19:7; 
야곱 4:8~10.

8ㄱ 안내악마.
ㄴ 엡 6:16; 

니전 15:24; 
교성 27:17.

ㄷ 앨 38:5.
12ㄱ 교성 1:29; 5:4.

ㄴ 교성 10:6~8.
13ㄱ 안내교만.
15ㄱ 설명 주.
16ㄱ 니전 13:23~25; 

니후 29:4~6.
ㄴ 안내구주.

ㄷ 모사 3:20.
17ㄱ 니후 5:8~9.
18ㄱ 안내몰몬경.

ㄴ 니후 5:14; 
이노 1:13~18.

ㄷ 니후 26:15~16.
ㄹ 몰 8:2~3.

19ㄱ 니전 9:3, 5.
ㄴ 안내금판.



7 교리와 성약 3:20~4:6

되었나니－곧 주가 자기 백성에게
맺은바 ㄷ주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하려함이요,

20 ㄱ레이맨인으로 하여금 자기 조
상을 알게 하려 함이요, 그들로 하여
금주의약속을알게하려함이요, 그

들로하여금복음을 ㄴ믿고예수그리
스도의공덕에 ㄷ의지하게하여, 그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ㄹ영화롭
게 되게 하려 함이요, 그들의 회개를
통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
이니라. 아멘.

19ㄷ 3니 5:14~15; 
교성 10:46~50.

20ㄱ 니후 30:3~6; 
교성 28:8; 49:24.

ㄴ 몰 3:19~21.
ㄷ 니후 31:19; 

모로 6:4.
ㄹ 모로 7:26, 38.

4 1ㄱ 사 29:14; 
니전 14:7; 22:8; 
교성 6:1; 18:44. 
안내복음의 회복.

2ㄱ 안내섬김.

ㄴ 고전 1:8; 야곱 1:19; 
3니 27:20.

ㄷ 안내마음; 생각.
ㄹ 수 22:5; 삼상 7:3; 

교성 20:19; 76:5.
3ㄱ 교성 11:4, 15; 

36:5; 63:57. 
안내부르다,
하나님에게서 부름
받은, 부름.

4ㄱ 요 4:35; 
앨 26:3~5; 
교성 11:3; 33:3, 7.

ㄴ 안내추수.
ㄷ 딤전 6:19.

5ㄱ 안내영광.
ㄴ 시 141:8; 마 6:22; 

몰 8:15.
ㄷ 안내신앙.
ㄹ 안내소망.
ㅁ 안내자애.
ㅂ 안내사랑.

6ㄱ 안내덕.
ㄴ 안내인내.
ㄷ 안내겸손한, 겸손.
ㄹ 안내부지런함.

을 섬기려는 소망이 있을진대, 너희
는그일에ㄱ부르심을받느니라.

4 이는 보라, ㄱ밭은 이미 희어져
ㄴ추수하게되었음이라. 또바라보라,
자기 힘을 다하여 낫을 휘두르는 자,
그는 ㄷ곳간에 쌓아 두는 자니, 멸망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에 구원
을가져오느니라.

5 그리고 하나님의 ㄱ영광만을 ㄴ전
념하여 구하는 눈과 함께 ㄷ신앙, ㄹ소
망, ㅁ자애와 ㅂ사랑이 그로 하여금 그
일을행할자격이있게하느니라.

6 신앙, ㄱ덕, 지식, 절제, ㄴ인내, 형
제애, 경건, 자애, ㄷ겸손, ㄹ근면을 기
억하라.

1~4, 용기 있는 봉사는 주의 성역자
들을 구원함. 5~6, 경건의 특성이 그
들로 하여금 성역을 행할 자격이 있
게 함. 7, 하나님의 일은 마땅히 추구
되어야함.

이제보라, ㄱ기이한 일이 바야흐
로사람의자녀들가운데나타

나려하는도다.
2 그러므로 오 너희, 하나님을 ㄱ섬

기는 일에 나서는 자들아, 너희가 마
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ㄴ흠 없이 설
수있도록삼가너희온ㄷ마음과능력
과생각과힘을다하여그를ㄹ섬기라.

3 그러므로 만일 너희에게 하나님

제 4 편

1829년 2월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그의
부친조셉스미스일세에게주신계시(교회사1:28).



1~10, 이세대는조셉스미스를통하
여주의말씀을받게될것임. 11~18,
세 증인이 몰몬경에 대하여 증거 할
것임. 19~20, 주의 말씀은 이전의 때
처럼 입증될 것임. 21~35, 마틴 해리
스는 회개하여 증인의 한 사람이 될
수있음.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 나
의 종 조셉 스미스 이세가 내

게서 받았음을 증언하고 증거한 ㄱ판
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나의 종
ㄴ마틴해리스가내손에원하였은즉,

2 이제 보라, 이것을 너는 그에게
말하라－네게 말씀한 그가 네게 이
르기를, 나 주는 하나님이라. 이것을
너, 나의종조셉스미스이세에게주
었고, 또 네가 이것의 ㄱ증인이 될 것
을네게명하였느니라.

3 또 나는 너로 하여금 내가 네게
명하는 ㄱ자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그
것을 보이지 아니하기로 나와 성약
을 맺게 하였나니, 내가 네게 허락하

7 ㄱ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받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

에게열리리라. 아멘.

지 아니하고서는 네게 그것을 관리
할아무런ㄴ권능이없느니라.

4 그리고 너는 이 판을 번역하는
은사를 가졌나니, 이것은 내가 네게
부여한 첫 은사라. 그리하여 나는 이
에 대한 내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는 네가 다른 아무 은사를 요구하지
말것을명하였노라. 이는그일을마
치기까지 나는 다른 아무 은사도 네
게허락하지아니할것임이니라.

5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만
일 땅의 주민이 내 말을 ㄱ들으려 하
지 아니할진대, 그들에게 화가 임하
리라.

6 이는 이후로 네가 ㄱ성임을 받고
나아가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나의
ㄴ말을전하게될것임이니라.

7 보라, 만일그들이나의말을 ㄱ믿
으려 하지 아니하면, 설혹 내가 네게
맡긴 것을 그들에게 모두 보여 주는
일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너,
나의종조셉을믿지아니하리라.

8 오, 이 ㄱ믿지 아니하며 ㄴ목이 뻣

8교리와 성약 4:7~5:8

7ㄱ 마 7:7~8; 니후 32:4.
안내기도.

5 1ㄱ 안내금판.
ㄴ 교성 5:23~24; 

조역 1:61.
2ㄱ 안내증거.
3ㄱ 니후 27:13. 또한

몰몬경 앞 부분에 있는
세 증인의 증언과 여덟
증인의 증언 참조.

ㄴ 니후 3:11.
5ㄱ 렘 26:4~5; 

앨 5:37~38; 
교성 1:14.

6ㄱ 교성 20:2~3. 
안내성임하다, 성임.

ㄴ 니후 29:7.
7ㄱ 눅 16:27~31; 

교성 63:7~12.
8ㄱ 안내믿지 않음.
ㄴ 몰 8:33. 안내교만.

제 5 편

1829년 3월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에서 마틴 해리스의 요청으로 선지자 조
셉스미스를통하여주신계시(교회사1:28~31).



9 교리와 성약 5:9~20

뻣한 세대여－나의 분노가 그들을
향하여불붙었도다.

9 보라,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
니, 너, 나의 종 조셉에게 맡겼던 이
것은 내 안에 있는 현명한 목적을
위하여 내가 ㄱ보전하여 왔으니, 그
것은 장래 세대들에게 알려질 것이
니라.

10 그러나 이 세대는 너를 통하여
나의말을가지게되리라.

11 그리고 너의 증거에 더하여 내
가 불러 성임하여 이것을 보여주게
될 나의 종 세 사람의 ㄱ증거가 있어
야 하리니, 그들은 너를 통하여 주
어지는 나의 말을 가지고 나아갈지
니라.

12 그러하도다. 그들은 이것이 참
됨을 분명히 알게 되리니, 이는 하늘
에서 내가 이 사실을 그들에게 선언
할것임이니라.

13 내가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 그
들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또한
살펴볼수있게하려니와

14 나의 ㄱ교회가 ㄴ달과 같이 맑고
해와 같이 아름답고 기를 든 군대와
같이 두렵게 광야에서 일어나 나아
가기 시작하는 이때에, 이 세대 중에
이와 동일한 증거를 받을 이 능력을

다른 ㄷ아무에게도 허락하지 아니하
리라.

15 그리고 나의 말에 대한 세 ㄱ증
인의증거를나는내보내리라.

16 그리고 보라, 누구든지 나의 말
을 ㄱ믿는자, 그들에게나는나의 ㄴ영
의 ㄷ나타냄으로써 ㄹ방문하리니, 그
들은 나로 말미암아 곧 물과 영으로
말미암아ㅁ태어나리라－

17 그리고 너희는 아직 잠시 기다
려야만 하나니, 이는 너희가 아직은
ㄱ성임받지아니하였음이라－

18 그리고 만일 이 세대가 그들의
증거에대해자기들의마음을완악하
게 하면, 그들의 증거는 또한 나아가
이ㄱ세대를정죄에이르게하리라.

19 이는 만일 그들이 ㄱ회개하지
아니하면, 땅이 ㄴ공허하게 되기까
지 또 그 주민이 내가 ㄷ올 때의 밝음
으로 인하여 타 없어지고 완전히 멸
망당하기까지 황폐하게 하는 ㄹ채찍
이 땅의 주민 가운데 나아가 시시로
쏟아지기를 그치지 아니할 것임이
니라.

20 보라, 내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하여도 또한 백성에게 ㄱ일렀던 것
같이 이 일들을 네게 이르노니, 나의
ㄴ말은 지금까지 입증되어왔던 것같

9ㄱ 앨 37:18.
11ㄱ 니후 27:12; 

이더 5:3~4; 
교성 17:1~5.

14ㄱ 안내예수 그리스도
교회; 복음의 회복.

ㄴ 교성 105:31; 109:73.
ㄷ 니후 27:13.

15ㄱ 교성 17:1~20. 
안내몰몬경의 증인들.

16ㄱ 이더 4:11.

ㄴ 안내성신.
ㄷ 교성 8:1~3.
ㄹ 니전 2:16.
ㅁ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

거듭난, 하나님에게서
난; 은사, 성신의.

17ㄱ 안내권세; 성임하다,
성임.

18ㄱ 니전 14:7; 
교성 20:13~15.

19ㄱ 안내회개하다, 회개.

ㄴ 사 24:1, 5~6.
ㄷ 사 66:15~16; 

교성 133:41. 
안내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ㄹ 교성 29:8; 35:11;
43:17~27. 
안내마지막 날, 후일;
표적, 시대의.

20ㄱ 니전 1:18; 니후 25:9.
ㄴ 교성 1:38.



이이번에도입증되리라.
21 그리고 이제 나는 너, 나의 종

조셉에게 명하노니, 회개하고 내 앞
에서 더욱 올바르게 걸으며, 다시는
사람들의설득에넘어가지말라.

22 또 내가 네게 명하였던 명령
ㄱ지키기에굳건하라. 만일네가이를
행하면, 보라, 설혹 네가 ㄴ죽임을 당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네게 영생을 허
락하노라.

23 또 이제 다시 증거를 바라는 그
ㄱ사람에 관하여 나는 너, 나의 종 조
셉에게말하노라－

24 보라, 내가그에게이르노니, 그
는 자신을 높이며, 내 앞에서 스스로
를 충분히 낮추지 아니하는도다. 그
러나그가내앞에엎드려절하며, 진
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와 신앙
으로 자기를 낮추면, 그리하면 나는
그가보기원하는것을 ㄱ보도록그에
게허락하리라.

25 그러고 나서 그는 이 세대의 사
람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나는 주께
서 조셉 스미스 이세에게 보여 주셨
던것을보았노라. 또내가그것을보
았으므로 그것이 참됨을 분명히 ㄱ아
노라. 이는 사람의 권능이 아닌 하나
님의 권능으로 내게 보여졌음이라
말할지니라.

26 또 나 주가 나의 종 마틴 해리
스, 그에게명하노니, 내가그것을보
았고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
게 보여졌다 하는 말 외에는 이것에

관하여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말지니, 이것이그가해야할말
이니라.

27 그러나 만일 그가 이를 부인하
면, 그가 이전에 나와 성약한 성약을
깨뜨리게되리니, 보라, 그는정죄받
느니라.

28 또 이제 그가 자기를 낮추고 그
가 행한 잘못된 일을 내게 시인하지
아니하면, 또 그가 내 명령을 지키기
로 나와 성약을 맺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보
라, 내가그에게이르노니, 그는그러
한 것을 볼 수 없으리라. 이는 내가
말한 것을 그가 보도록 허락하지 아
니할것임이니라.

29 만일 이러한 경우가 되면, 내가
너, 나의종조셉에게명하노니, 그는
더 이상 일하지 말며 이 일에 관하여
다시는나를괴롭히지말라하라.

30 그리고 만일 그러한 경우가 되
면, 보라, 나는 너 조셉에게 이르노
니, 네가몇쪽을더번역하였을때일
지라도 내가 다시 명할 때까지 얼마
동안 멈추라. 그러고 나면 너는 또다
시번역할수있으리라.

31 그리고 네가 이 일을 행하지 아
니하면, 보라, 너는 더 이상 은사를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요, 내가 네게
맡겼던것을거두어가리라.

32 그리고 이제 나는 너를 파멸시
키려 매복해 있는 자가 있을 것을 예
견하는 까닭에, 그러하도다, 나의 종

10교리와 성약 5:21~32

22ㄱ 안내순종, 순종하는,
순종하다.

ㄴ 앨 60:13; 

교성 6:30; 135:1~7.
23ㄱ 교성 5:1.
24ㄱ 몰몬경 앞 부분에 있는

세 증인의 증언 참조.
25ㄱ 이더 5:3.



11 교리와 성약 5:33~6:5

마틴 해리스가 자기를 낮추지 아니
하고 내 손에서 증거를 받으면, 나는
그가범법에빠질것을예견하노라.

33 또 지면으로부터 너를 ㄱ파멸시
키려 매복해 있는 자들이 많은즉, 이
까닭에 너의 날이 길어질 수 있도록
내가네게이명령을주었느니라.

34 그러하도다. 이 까닭에 내가 이

르기를, 중지하라. 그리고 내가 네게
명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 그리하
면내가네게명한일을성취할수있
는 방편을 ㄱ마련하여 주리라 하였느
니라.

35 만일 네가 나의 명령을 지키기
에 ㄱ충실하면, 너는 마지막 날에 ㄴ들
리우리라. 아멘.

33ㄱ 교성 10:6; 38:13, 28.
34ㄱ 니전 3:7.
35ㄱ 출 15:26; 

교성 11:20.
ㄴ 요 6:39~40; 

살전 4:17; 
3니 15:1; 

교성 9:14; 17:8; 
75:16, 22.

6 1ㄱ 사 29:14; 
교성 4:1~7; 18:44.

2ㄱ 히 4:12; 계 1:16; 
교성 27:1.

ㄴ 힐 3:29; 

교성 33:1.
3ㄱ 요 4:35; 

교성 31:4; 33:3; 101:64.
4ㄱ 계 14:15~19; 

앨 26:5; 
교성 11:3~4, 27.

5ㄱ 마 7:7~8.

께 쪼개기까지 하나니, 그러므로 나
의말에주의를기울이라.

3 보라, ㄱ밭은 이미 희어져 추수하
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거
두기 원하는 자는, 자기 힘을 다하여
낫을 휘둘러 낮 동안에 거두어 자기
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영원한구원을쌓아둘지어다.

4 그러하도다. 누구든지 ㄱ낫을 휘
둘러 거두기 원하는 자, 그는 하나님
에게서부르심을받느니라.

5 그러므로만일너희가내게ㄱ구하
면 너희는 받게 될 것이요, 만일 너희
가두드리면너희에게열리리라.

1~6, 주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은 구
원을 얻음. 7~13, 구원의 은사보다
더큰은사는없음. 14~27, 진리에대
한 증거는 영의 권능으로 인하여 옴.
28~37, 그리스도를바라보며끊임없
이선을행하라.

크고ㄱ기이한 일이 바야흐로 사
람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려 하

는도다.
2 보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라. 나의 ㄱ말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선 검
보다도 ㄴ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함

제 6 편

1829년 4월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
드리에게 주신 계시(교회사 1:32~35). 1829년 4월 7일 올리버 카우드리는 몰
몬경 번역 서기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미 몰몬경 기록이 새겨져 있는
판에 관한 선지자의 증거가 참되다는 신성한 나타내심을 받은 바 있다. 선지
자는우림과둠밈을통하여주께물었고이응답을받았다.



6 이제너희가간구하였으므로, 보
라, 내가너희에게이르노니, 나의계
명을지키라. ㄱ그리고시온의대업을
일으켜굳게세우기를ㄴ구하라.

7 ㄱ재물을 ㄴ구하지 말고, ㄷ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보라, 하나님의
ㄹ비밀이 너희에게 펼쳐지리니, 그리
하면 너희는 부하게 되리라. 보라,
ㅁ영생을가진그가부자니라.

8 진실로진실로내가네게이르노
니, 네가내게원하는대로네게이루
어질것이요, 만일네가원하면, 너는
이 세대에 많은 선을 행하는 방편이
되리라.

9 이 세대에게 ㄱ회개 외에는 아무
말도하지말라. 내계명을지키고나
의 계명에 따라 나의 일을 일으키는
것을 도우라. 그리하면 너는 복을 받
으리라.

10 보라, 너는한가지은사를가지
고 있으니, 네 은사로 말미암아 너는
복이 있도다. 그것은 ㄱ성스러우며,
위에서오는것임을기억할지니－

11 만일 네가 ㄱ물으면, 너는 크고
기이한 ㄴ여러 비밀을 알게 되리라.
그러므로 너는 네 ㄷ은사를 활용할지
니, 그리하여 네가 여러 비밀을 찾아
낼수있게되며, 많은사람을인도하

여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고, 참으
로 그들의 길이 잘못되었음을 그들
이ㄹ깨닫게할지어다.

12 너의 신앙에 속한 자가 아니면,
아무에게도 네 은사를 알게 하지 말
라. ㄱ성스러운 것을 소홀히 다루지
말라.

13 만일 네가 선을 행하고 참으로
ㄱ끝까지 ㄴ충실하게 ㄷ견디면, 너는하
나님의 왕국에서 구원을 받으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것이니라. 무릇 ㄹ구원의은사보다
더큰은사가없음이니라.

14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
노니, 네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너는
복이 있도다. 이는 네가 내게 ㄱ물었
음이라, 보라, 네가물을때마다너는
나의 영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
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였더면, 너는
네가 지금 있는 곳에 오지 못하였으
리라.

15 보라, 네가내게물었고이에내
가 네 ㄱ마음을 밝혀 깨닫게 해 주었
음을너는알고있나니, 이제내가이
일들을 네게 말함은 네가 진리의 영
으로 비추임을 받아 깨닫게 된 줄 너
로알게하려함이니라.

16 그러하도다. 내가 네게 말하는

12교리와 성약 6:6~16

6ㄱ 안내시온.
ㄴ 니전 13:37.

7ㄱ 왕상 3:10~13; 마 19:23;
야곱 2:18~19. 
안내부; 세상적인 것.

ㄴ 앨 39:14; 교성 68:31.
ㄷ 안내지혜.
ㄹ 교성 42:61, 65. 

안내하나님의 비밀.
ㅁ 교성 14:7.

9ㄱ 앨 29:9; 교성 15:6;
18:14~15; 34:6. 
안내선교 사업;
회개하다, 회개.

10ㄱ 교성 63:64.
11ㄱ 교성 102:23; 

조역 1:18, 26.
ㄴ 마 11:25; 13:10~11; 

앨 12:9.
ㄷ 안내은사; 은사, 영의.

ㄹ 약 5:20; 앨 62:45; 
교성 18:44.

12ㄱ 마 7:6.
13ㄱ 안내견디다.

ㄴ 모사 2:41; 이더 4:19;
교성 51:19; 63:47.

ㄷ 니전 15:24.
ㄹ 안내구원.

14ㄱ 안내기도.
15ㄱ 안내생각.



13 교리와 성약 6:17~28

것은 네 생각과 네 ㄱ마음의 의도를
ㄴ아는 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는줄너로알게하려함이니라.

17 나는 네게 주는 증거로서 이 일
들을네게말하노니－네가기록해오
고있는기록곧그말씀은ㄱ참되도다.

18 그러므로 ㄱ부지런하라. 그말씀
으로 말미암아 나의 종 조셉이 어떠
한 곤경에 처할지라도 충실하게 그
의 ㄴ곁에서라.

19 그가 잘못하면 그를 훈계하고,
또한 그에게서 훈계를 받으라. 인내
하라. 진지하라. 절제하라. 인내, 신
앙, 소망, 사랑을품으라.

20 보라, 너는올리버라. 네가원하
므로 내가 네게 말하였노니, 그러므
로 이 말씀들을 네 마음에 ㄱ소중히
간직해 두라.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
에 충실하고 부지런하라. 그리하면
나는 나의 사랑의 팔로 너를 안아 주
리라.

21 보라, 나는 하나님의 ㄱ아들 예
수 그리스도라. 나는 내 ㄴ백성에게
왔으되 내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한
바로 그니라. 나는 ㄷ어둠에 비치는
ㄹ빛이되, 어둠이이를깨닫지못하느
니라.

22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

노니, 네가증거를더원하면이일들
의 진실에 관해 ㄱ알기 위하여 네 마
음속으로 내게 부르짖던 그 밤을 생
각해보라.

23 내가 그 일에 대하여 네 생각에
ㄱ평강을 말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보다 무슨 더 큰
ㄴ증거를얻을수있겠느냐?

24 이제 보라, 너는 증거를 받았나
니, 만일내가아무사람도알지못하
는 것을 네게 말하였으면, 너는 증거
를받은것이아니냐?

25 또 보라, 네가 내게 원하면, 나
의종조셉처럼 ㄱ번역하는은사를네
게허락하노라.

26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
노니, 나의 많은 복음이 실려 있는
ㄱ기록들이 있나니, 백성들의 ㄴ사악
함으로 말미암아 보류되어 왔던 것
이니라.

27 그리고 이제 내가 네게 명하노
니, 만일 네가 좋은 소망－네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 두려는
소망－을 가졌다면 네 은사를 가지
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감추어져 왔
던 내 ㄱ경전의 그 부분을 드러내는
일을네가도울지니라.

28 이제 보라, 나는 이 성역을 드

16ㄱ 왕상 8:39.
ㄴ 대상 28:9; 

마 12:25; 
히 4:12; 
모사 24:12; 
3니 28:6. 
안내전지.

17ㄱ 교성 18:2.
18ㄱ 안내부지런함.

ㄴ 교성 124:95~96.

20ㄱ 이더 3:21; 교성 84:85.
21ㄱ 안내예수 그리스도.

ㄴ 요 1:10~12; 
행 3:13~17; 
3니 9:16; 
교성 45:8.

ㄷ 안내어둠, 영적.
ㄹ 요 1:5; 교성 10:58. 

안내빛, 그리스도의 빛.
22ㄱ 안내분별의 은사.

23ㄱ 안내평화.
ㄴ 요1 5:9; 교성 18:2.

25ㄱ 모사 8:13; 
교성 5:4; 9:1~5, 10.

26ㄱ 교성 8:1; 9:2. 
안내경전－나올
것이라고 예언된
경전들.

ㄴ 안내악한, 악함.
27ㄱ 교성 35:20.



러내는 이 은사의 열쇠를 네게 그리
고 또한 나의 종 조셉에게 주노니,
두세 ㄱ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
정되리라.

29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나의 말과 나의 복
음과 성역의 이 부분을 거절할지라
도, 너희는복이있도다. 이는그들이
내게 한 것보다 너희에게 더 행할 수
없음이니라.

30 또 만일 그들이 내게 행한 것같
이 너희에게 ㄱ행할지라도 너희는 복
이 있도다. 이는 너희가 ㄴ영광 중에
나와함께ㄷ거할것임이니라.

31 그러나 만일 그들이 장차 주어
질 ㄱ증거로말미암아확립될내말을
ㄴ거절하지아니하면, 그들은복이있
도다. 또 그때에 너희는 너희 수고의
결실로기쁨을누리리라.

32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세 사람이 한 가지 일로
내 이름으로 ㄱ모인 곳에, 보라, 거기
내가 그들 ㄴ가운데 있으리라. 내가

나의제자들에게이른것같이－그와
같이내가너희가운데있느니라.

33 내 아들들아, 선을 행하기를
ㄱ두려워 말라. 이는 너희가 무엇을
ㄴ심든지또한그대로거둘것임이라.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선을 심으면,
또한보상으로선을거두리라.

34 그러므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선을행하라. 땅과지옥이연합
하여 너희를 대적하게 하라. 이는 만
일 너희가 나의 ㄱ반석 위에 세워져
있을진대, 그들이 이기지 못할 것임
이니라.

35 보라, 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아
니하노니, 너희의 길을 가고 다시는
ㄱ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그일을진지하게수행하라.

36 무슨생각을하든지나를 ㄱ바라
보라. 의심하지말며, 무서워말라.

37 내옆구리를찌른상처와또한내
손과발에있는 ㄱ못자국을 ㄴ보라. 충
실하라. 내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는ㄷ천국을ㄹ상속받으리라. 아멘.

14교리와 성약 6:29~37

28ㄱ 신 19:15; 
고후 13:1; 
니후 27:12~14; 
교성 128:3.

30ㄱ 교성 5:22; 135:1~7.
안내순교자, 순교.

ㄴ 안내영광.
ㄷ 계 3:21.

31ㄱ 안내간증.
ㄴ 3니 16:10~14; 

교성 20:8~15.
32ㄱ 마 18:19~20. 

안내단합.
ㄴ 교성 29:5; 38:7.

33ㄱ 안내용기, 용기있는.
ㄴ 갈 6:7~8; 

모사 7:30~31; 
앨 9:28; 
교성 1:10.

34ㄱ 시 71:3; 
마 7:24~25; 
고전 10:1~4; 힐 5:12;
교성 10:69; 18:4, 17;
33:13; 모세 7:53. 

안내반석.
35ㄱ 요 8:3~11.
36ㄱ 사 45:22; 

교성 43:34.
37ㄱ 안내십자가에 달림.

ㄴ 안내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필멸 이후의
나타남.

ㄷ 안내하나님의 왕국 또는
천국.

ㄹ 마 5:3, 10; 
3니 12:3, 10.

제 7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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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교리와 성약 7:1~8

1~3, 사랑받던 자 요한은 주께서 오
실 때까지 살 것임. 4~8, 베드로, 야
고보, 요한이복음의열쇠들을지님.

또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의
ㄱ사랑하는 자 요한아, 너는 무

엇을 ㄴ원하느냐? 이는 네가 원하는
바를 구하면 네게 허락될 것임이니
라하시기로,

2 이에 내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ㄱ죽음을이길힘을내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살아서 영혼들을 당
신에게 데려올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였더니,

3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이
일을원하므로내가나의 ㄱ영광중에
올때까지너는 ㄴ머물러나라와족속
과 방언과 백성 앞에서 ㄷ예언하리라
하시더라.

4 또이까닭에주께서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
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는 그가 영혼들을
내게 데려올 수 있기를 내게 원하였

거니와, 너는 나의 ㄱ왕국에 있는 내
게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였음
이니라.

5 베드로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것은 좋은 소망이었느니라. 그러
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그가 이전에
행하였던 것 이상으로 장차 사람들
가운데서 더 많은 일, 곧 더 큰 일을
할수있기를원하였느니라.

6 그러하도다, 그는 더 큰 일을 떠
맡았은즉, 그러므로 나는 그를 타오
르는불처럼되게하며 ㄱ성역을베푸
는 천사가 되게 하리니, 그는 ㄴ땅에
거하는 구원의 ㄷ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성역을베풀리라.

7 또 나는 너로 하여금 그를 위하
여 또 네 형제 야고보를 위하여 성역
을베풀게하리라. 또내가올때까지
너희 세 사람에게 이 권능과 이 성역
의 ㄱ열쇠들을주리라.

8 진실로내가너희에게이르노니,
너희 둘 다 너희 소망대로 얻게 되리
니, 이는 너희 둘 다 너희가 원하던
바를 ㄱ기뻐하는 까닭이니라 하신 것
이더라.

7 1ㄱ 안내요한, 세베데의
아들.

ㄴ 3니 28:1~10.
2ㄱ 눅 9:27. 

안내사망, 육체의.
3ㄱ 안내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ㄴ 요 21:20~23. 

안내변화된 존재.
ㄷ 계 10:11.

4ㄱ 안내하나님의 왕국 또는
천국.

6ㄱ 교성 130:5.
ㄴ 요 10:8~11; 

교성 77:14.
ㄷ 교성 76:86~88.

7ㄱ 마 16:19; 
행 15:7; 
조역 1:72. 
안내열쇠, 신권의.

8ㄱ 안내기쁨.

드리가우림과둠밈을통하여사랑받던제자요한이육체로머물러있는지아
니면 죽었는지를 물었을 때 주신 계시. 이 계시는 요한이 양피지에 기록하고
직접감춘기록의번역문임(교회사1:35~36).



1~5, 계시는 성신의 권능에 의하여
오는것임. 6~12, 하나님의여러비밀
에 대한 지식과 고대 기록을 번역하
는권능은신앙에의하여오는것임.

ㄱ

올
리버 카우드리여, 진실로 진
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고

대의 것이며 나의 영의 ㄴ나타냄으로
이야기된 내 경전의 그 부분이 들어
있는 새겨진 옛 ㄷ기록, 즉 고대 기록
에 관한 지식을 네가 받게 되리라 믿
으면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
으로 ㄹ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그
것에관한 ㅁ지식을네하나님이요네
구속주인 주께서 살아 계심같이 확
실히, 참으로 그와 같이 분명히 너는
받게될것이니라.

2 그러하도다. 보라, 나는 네게 임
하여 네 마음에 거할 ㄱ성신으로 말
미암아 네 생각과 네 ㄴ마음에 ㄷ말하
리라.

3 이제 보라, 이것은 계시의 영이
니, 보라, 이것이모세가이스라엘자
손을인도하여마른땅위로 ㄱ홍해를
통과하게한그영이니라.

4 그러므로 이것이 너의 은사이
니, 그것을활용하라. 그리하면너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것이 네 원수들
의 손에서 너를 건져낼 것임이라. 만
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이 너를 죽
이고 네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어 가
리라.

5 오, 이 ㄱ말씀들을기억하고내계
명들을 지키라. 기억하라. 이것이 네
은사니라.

6 이제 이것이 네 은사의 전부가
아니니라. 이는 네가 또 다른 은사를
가졌음이니 곧 아론의 은사라. 보라,
그것은 네게 많은 것을 말해 주었느
니라.

7 보라, 하나님의 권능 외에는 이
아론의 은사가 너와 함께 하도록 할
수있는다른권능이없느니라.

8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라.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임이라. 너는
네 손에 그것을 지니고 기이한 일을
행할지니라. 또 어떠한 권능도 네 손
에서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으리니
이는그것이하나님의일임이니라.

9 또그러므로네가그방편으로써

16교리와 성약 8:1~9

8 1ㄱ 조역 1:66. 
안내카우드리, 올리버.

ㄴ 교성 5:16.
ㄷ 교성 6:26~27; 9:2.
ㄹ 안내기도.
ㅁ 안내지식.

2ㄱ 안내성신.
ㄴ 안내마음.
ㄷ 교성 9:7~9. 

안내계시.
3ㄱ 출 14:13~22; 

신 11:4; 

니전 4:2; 
모사 7:19. 
안내홍해.

5ㄱ 신 11:18~19.

제 8 편

1829년4월펜실베이니아주하모니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를통하여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주신 계시(교회사 1:36~37). 선지자의 구술을 받아 적는 서기로
계속 봉사하던 올리버는 몰몬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하는 은사를 부여
받기원하였다. 주께서는이계시를주심으로써그의간구에응답해주셨다.



17 교리와 성약 8:10~9:7

1~6, 다른고대기록들이앞으로도번
역될것임. 7~14, 몰몬경은연구와영
적인확인에의해서번역되는것임.

보라, 내 아들아, 내가 네게 이르
노니, 네가 내게 원하였던 바

대로 ㄱ번역하지 아니하고, 나의 종
조셉 스미스 이세를 위하여 또다시
ㄴ필기하기를 시작하였으므로, 참으
로 그와 같이 나는 내가 그에게 맡긴
이 기록을 끝낼 때까지 너희가 계속
하기를바라노라.

2 그러고 나면 보라, 내가 네게 능
력을 주어 너로 번역을 돕도록 할
ㄱ다른 ㄴ기록들을 나는 가지고 있느

니라.
3 인내하라, 내아들아. 이는그것이

내 안에 있는 지혜요 네가 지금 이때
에번역함은필요하지아니함이니라.

4 보라, 네가 부름을 받아 해야 할
일은 내 종 조셉을 위하여 필기하는
것이니라.

5 그리고 보라, 내가 이 특권을 네
게서 거두어 간 것은 네가 번역하기
시작하였을 때 네가 시작했던 대로
계속하지아니한까닭이니라.

6 내아들아, ㄱ불평하지말라. 이는
내가 이 같은 방식으로 너를 대하였
음이내안에있는지혜임이니라.

7 보라, 너는 이해하지 못하였나

네게 말해 주기를 나에게 구하는 것
은 무엇이든지 내가 네게 허락할 것
이요, 너는 그것에 관한 지식을 가지
리라.

10 ㄱ신앙 없이는 네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신
앙으로 구하라. 이 일들을 소홀히 다
루지 말며, 네가 마땅히 구해서는 아
니될것을ㄴ구하지말라.

11 네가 하나님의 여러 비밀을 알
수 있기를 구하고 또 지금까지 감추
어져 온 그 모든 성스러운 오래된 기
록을 ㄱ번역하고 거기에서 지식을 받
을수있기를구하라. 그리하면네신
앙대로네게이루어지리라.

12 보라, 이를 말한 자는 나이니,
나는 처음부터 네게 말한 바로 그니
라. 아멘.

10ㄱ 안내신앙.
ㄴ 교성 88:63~65.

11ㄱ 교성 9:1, 10.
9 1ㄱ 교성 8:1, 11.

ㄴ 조역 1:67.
2ㄱ 올리버 카우드리가

서기로 도운 조셉
스미스 역 성경과
아브라함서 번역을
포함한 추가적인 번역
활동에 대한 언급. 
안내조셉 스미스

역(조성).
ㄴ 교성 6:26; 8:1.

6ㄱ 안내불평.

제 9 편

1829년 4월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올리
버카우드리에게주신계시(교회사1:37~38). 올리버는인내할것을훈계받았
고 현재로서는 번역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번역자의 구술을 받아 적는데 만
족할것을권면받았다.



니, 너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게 간구하기만 하면, 내가 네
게그것을줄줄로여겼도다.

8 그러나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
니, 너는 네 생각으로 그것을 ㄱ연구
해야만 하느니라. 그러고 나서 그것
이 옳은지를 내게 ㄴ물어야 하나니,
만일 그것이 옳으면, 내가 네 ㄷ가슴
을 네 속에서 ㄹ뜨겁게 할 것이라. 그
러므로너는그것이옳은줄 ㅁ느끼게
되리라.

9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아니하면,
네게는 그러한 느낌이 없을 것이요,
도리어 생각이 ㄱ둔하여져 그른 것을
잊어버리게 되리니, 그러므로 내게
서 네게 주어지지 아니하면, 너는 성
스러운것을기록할수없느니라.

10 이제 이 사실을 네가 알았더라
면 너는 ㄱ번역할 수 있었으려니와,

지금 네가 번역함은 필요하지 아니
하니라.

11 보라, 네가 시작하였을 때에는
필요하였으나, 너는 ㄱ두려워하였고
시간은 지나갔으며, 지금은 필요하
지아니하도다.

12 무릇 내가 나의 종 ㄱ조셉에게
충분한 힘을 주었고, 그리함으로써
보충이된줄네가알지못하느냐? 그
리고 나는 너희 가운데 아무도 정죄
하지아니하였노라.

13 내가네게명한이일을행하라.
그리하면 너는 형통하리라. 충실하
라. 그리고어떠한 ㄱ유혹에도넘어가
지말라.

14 너는 내가 너를 ㄱ부른 그 ㄴ일에
굳게서라. 그리하면네머리의털하
나도 잃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마지
막날에ㄷ들리우리라. 아멘.

18교리와 성약 9:8~14

8ㄱ 안내깊이 생각하다.
ㄴ 안내기도.
ㄷ 눅 24:32.
ㄹ 안내영감, 영감을 주다;

간증.
ㅁ 교성 8:2~3.

9ㄱ 교성 10:2.
10ㄱ 교성 8:11.
11ㄱ 안내두려움.
12ㄱ 교성 18:8.
13ㄱ 안내유혹하다, 유혹.
14ㄱ 안내부르다,

하나님에게서
부름받은, 부름.

ㄴ 고전 16:13.
ㄷ 앨 13:29; 

교성 17:8.

제 10 편

1828년여름펜실베이니아주하모니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에게주신계시
(교회사1:20~23). 여기에서주께서는몰몬경가운데리하이서의번역중에서
116쪽의 원고를 악인들이 변경하리라고 조셉에게 알려 주고 계시다. 이 원고
는 마틴 해리스가 잠시 맡았다가 분실하였다(제3편 머리말 참조). 그 악한 계
획은도둑맞은원고의내용이재번역되는것을기다렸다가변경시킨원고와
일치하지않은것을보임으로써번역자를불신하게하려던것이었다. 저악한
자가이간악한의도를품게되었다는것과고대니파이인역사가였던몰몬이
모아진판들을요약하는동안에도이간악한의도를주께서아신바되었음이
몰몬경에나타나있다(몰몬의말씀1:3~7 참조).



19 교리와 성약 10:1~13

1~26, 사탄은 악인들을 선동하여 주
의일을대적하게함. 27~33, 그는사
람들의 영혼을 멸하려 함. 34~52, 복
음은 몰몬경을 통해서 레이맨인과
모든 민족에게 나아갈 것임. 53~63,
주께서 자신의 교회와 자신의 복음
을 사람들 가운데 굳게 세우실 것임.
64~70, 주께서는 회개한 자를 자신
의 교회에 모아들이실 것이며, 순종
하는자를구원하실것임.

이제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ㄱ우림과 둠밈을 사용하여 번

역하도록 네게 권능이 주어진 그 필
기한 것들을 ㄴ악인의 손에 넘겨주었
으므로 너는 그것들을 잃어버렸느
니라.

2 그리고 또한 동시에 네 은사도
잃어버렸으며, 네 ㄱ마음도 어두워졌
느니라.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제
다시네게 ㄱ회복되나니, 그러므로너
는 삼가 충실하여 네가 시작하였던
대로 번역 사업의 나머지를 마치기
까지계속해나아가라.

4 번역할 수 있도록 네게 마련된
ㄱ힘과 수단 이상으로 더 ㄴ빨리 달음
질하거나 더 일하지 말라. 다만 끝까
지ㄷ부지런하라.

5 항상 ㄱ기도하라. 그리하여 네가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참으로, 사탄

을이길수있도록또그의일을떠받
드는 사탄의 종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있도록하라.

6 보라, 그들은 너를 ㄱ멸하려 하였
나니, 그러하도다, 네가 신뢰하였던
그 ㄴ사람까지도 너를 멸하려 하였느
니라.

7 그리고이까닭에내가그를악인
이라 말하였나니, 이는 그가 네게 맡
겨졌던 것을 빼앗아 가려 하였고 또
한네은사도멸하려하였음이니라.

8 또 네가 그 필기한 것들을 그의
손에 넘겨버린 까닭에 보라, 악인들
이 네게서 그것들을 가져가 버렸느
니라.

9 그러므로 너는 그것들을 곧 성스
러운것을악에게넘겨버린것이니라.

10 그리고 보라, ㄱ사탄이 그들의
마음에 넣은 것은 네가 필기하게 하
였던 말씀 곧 네가 번역하였으되 네
수중에서 떠나간 말씀을 변경하게
하려는것이었느니라.

11 이에보라, 내가네게이르노니,
그들이 말씀을 변경시킨 까닭에 그
것들은 네가 번역하였고 기록하게
한것과는상반되게읽히는도다.

12 또이와같이악마는이일을멸
하고자 간교한 계획 세우기를 꾀하
였도다.

13 이는 그가 그들의 마음에 넣은
것이이것이니, 네가번역하는체하

10 1ㄱ 안내우림과 둠밈.
ㄴ 교성 3:1~15.

2ㄱ 안내생각.
3ㄱ 교성 3:10.
4ㄱ 출 18:13~26.
ㄴ 모사 4:27.

ㄷ 마 10:22. 
안내부지런함.

5ㄱ 3니 18:15~21. 
안내기도.

6ㄱ 교성 5:32~33; 38:13.
ㄴ 교성 5:1~2.

10ㄱ 안내악마.



였다는말로너를 ㄱ옭아매었다고그
들이 거짓말로써 말하게 하려 하였
음이니라.

14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
는 사탄이 이 일에 자신의 사악한 계
획을 이루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
리라.

15 이는보라, 그는너로하여금그
것을 다시 번역하기를 간구하게 함
으로써 너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
하게 하려는 생각을 그들의 마음에
넣었음이니라.

16 그러고 나서 보라, 그들이 그들
의마음에말하며생각하기를－하나
님께서 그에게 번역할 능력을 주셨
는지 우리가 알아보리라. 만일 그렇
다면 또한 주께서 다시 그에게 능력
을주시리라.

17 또만일하나님께서그에게다시
능력을 주신다면, 또는 만일 그가 번
역을다시한다면, 다른말로해서만
일 그가 똑같은 말을 내어놓는다면,
보라, 우리에게는 그와 똑같은 것이
있고우리는그것을변경시켰은즉,

18 그러므로 그것들이 일치하지
아니하리니, 이에 우리가 말하기를
그가 자기 말에 거짓을 꾸몄으며, 그
는 아무 은사도 없으며, 아무 능력도
없도다하리라.

19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또한 그
의일을멸하리라. 또우리가이일을

행함은 종말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얻으려함이니라하는도다.

20 진실로진실로내가네게이르노
니, 사탄은 그들의 마음을 크게 사로
잡았고, 그들을 ㄱ선동하여 선한 것을
대적하며, ㄴ죄악을행하게하는도다.

21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ㄱ썩었고
ㄴ사악함과 가증함이 가득하며, 그들
의 ㄷ행실이 악하므로 그들은 빛보다
오히려 ㄹ어둠을 ㅁ사랑하는도다. 그
러므로 그들은 내게 간구하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22 ㄱ사탄이 그들을 선동하여 그들
의 영혼을 멸망으로 ㄴ인도하려 하는
도다.

23 그리고 이같이 그는 하나님의
일을 멸하려고 생각하여 간교한 계
획을 꾸몄도다. 그러나 나는 이를 그
들의손에요구하리니, ㄱ심판의날에
그것이 돌이켜져 그들의 수치와 정
죄가되리라.

24 그러하도다. 그는 그들의 마음
을 선동하여 이 일에 대하여 분을 품
게하는도다.

25 그러하도다. 그가 그들에게 이
르기를, 너희가멸할수있도록, 속이
며붙잡기위해매복해있으라. 보라,
이것은 아무 해가 없도다. 또 이같이
그는 그들에게 아첨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너희가거짓말하는사람을

20교리와 성약 10:14~25

13ㄱ 렘 5:26.
20ㄱ 니후 28:20~22.

ㄴ 안내죄.
21ㄱ 교성 112:23~24.

ㄴ 안내악한, 악함.
ㄷ 요 3:18~21; 

교성 29:45.
ㄹ 모사 15:26. 

안내어둠, 영적.
ㅁ 모세 5:13~18.

22ㄱ 니후 2:17~18.
ㄴ 안내유혹하다, 유혹.

23ㄱ 힐 8:25; 
교성 121:23~25.



21 교리와 성약 10:26~38

붙잡아 그를 멸하려고 ㄱ거짓말을 하
는것은죄가아니라하는도다.

26 또 이같이 그가 그들에게 아첨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마침내 그들
의 영혼을 ㄱ지옥으로 ㄴ끌어내리나
니, 이같이 그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ㄷ올무에잡히게하는도다.

27 이같이 사탄은 사람들의 영혼
을 ㄱ멸하려고 땅에서 오르내리며
ㄴ여기저기돌아다니느니라.

28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
노니, 다른 사람이 속이려고 거짓말
하는 줄로 여기므로 ㄱ속이려고 거짓
말하는 자에게 화 있도다. 이는 그러
한 자는 하나님의 ㄴ공의를 면할 수
없음이니라.

29 이제보라, 사탄이그들에게, 그
가너희를속였다말함으로말미암아
그들이 이 말씀을 변경시켰도다－이
같이 그는 그들에게 감언으로 악을
행하게하고, 너로하여금주네하나
님을ㄱ시험하게하느니라.

30 보라, 내가네게이르노니, 너는
네 수중에서 떠나간 그 말씀들을 다
시번역하지말지니라.

31 이는보라, 그들이이말씀에대
하여 거짓말로 꾸민 사악한 계획을
성취하지 못할 것임이라. 보라, 만일
네가 똑같은 말을 내어놓으면, 그들
이 이르기를, 너는 거짓말하였고 번
역하는 체 하였으나 스스로 모순에

빠졌다하리라.
32 그리고 보라, 그들이 이를 공표

할 것이요, 또 사탄은 그들을 선동하
여 백성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네
게 분을 품게 하리니, 그리하여 그들
은내말을믿으려하지아니하리라.

33 이같이ㄱ사탄은이세대에그책
이 나아오지 못하도록 이 세대에 네
증거를압도하려고생각하는도다.

34 그러나 보라, 지혜가 여기 있나
니, 내가 네게 ㄱ지혜를 보이고 네가
장차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러한
일들에 관한 명령을 네게 줌으로, 네
가 번역 사업을 완수하기까지는 세
상에이를보이지말라.

35 내가 네게 이르기를 지혜가 여
기 있나니 그것을 세상에 보이지 말
라고 한 것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이는 내가 이르기를 세상에 그것을
보이지 말라 하였음은 네가 보전되
게하려함임이니라.

36 보라, 나는 네가 그것을 의인에
게 보이지 말라고는 말하지 아니하
노라.

37 그러나너는항상 ㄱ의인을판별
할수는없나니, 곧항상악인과의인
을 분별할 수는 없은즉, 그러므로 내
가네게이르노니, 내가이일에관하
여 모든 것을 세상이 알게 함을 적절
하게여길때까지ㄴ잠잠하라.

38 그리고 이제, 진실로 내가 네게

25ㄱ 니후 2:18; 28:8~9; 
앨 10:17; 
모세 4:4. 
안내거짓말 함.

26ㄱ 안내지옥.
ㄴ 안내배도.

ㄷ 잠 29:5~6; 니전 14:3.
27ㄱ 니후 28:19~23; 

교성 76:28~29.
ㄴ 욥 1:7.

28ㄱ 안내속임, 속이다, 거짓.
ㄴ 롬 2:3. 

안내공의.
29ㄱ 마 4:7.
33ㄱ 안내악마.
34ㄱ 안내지혜.
37ㄱ 마 23:28.

ㄴ 출 14:14.



이르노니, 네손에서떠나간바곧네
가 기록한 그 ㄱ일들에 관한 기사가
ㄴ니파이판에새겨져있나니,

39 그러하도다, 또 너는 이러한 일
에 관하여 더 상세한 기사가 니파이
판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 그 필기
한 것 중에 이야기된 바 있음을 기억
하는도다.

40 그리고 이제, 내가 나의 지혜로
이 기사로써 백성에게 알리기를 바
라는 그 일에 관하여는 니파이 판에
새겨진기사가더욱상세하므로－

41 그러므로너는 ㄱ니파이판에있
는 새겨진 글을 번역하되, 베냐민 왕
의치세까지곧네가간직해둔바네
가 번역한 데에 이르기까지 번역할
지니라.

42 그리고 보라, 너는 그것을 니파
이의 기록으로 출판하라. 그리하여
이같이 나는 나의 말을 변경시킨 자
들을좌절시키리라.

43 나는 그들이 나의 일을 멸할 것
을용납하지아니하리니, 그러하도다,
나는나의지혜가악마의간교함보다
더위대함을그들에게보이리라.

44 보라, 그들은다만일부분곧니
파이의 기사의 요약분을 가졌을 뿐
이니라.

45 보라, 니파이 판에는 나의 복음
을 더 폭넓게 보게 하는 많은 기사가
새겨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니

파이가 새긴 글의 이 첫 부분을 번역
하여이책에내어보냄이내안에있
는지혜니라.

46 그리고 보라, 이 ㄱ기록의 나머
지 모두에는 나의 거룩한 선지자들
과 참으로 또한 나의 제자들이 그들
의 기도로 이 백성에게 나아오기를
ㄴ원하였던 내 ㄷ복음의 그 모든 부분
이실려있느니라.

47 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
들의기도가운데보인 ㄱ신앙에따라
그들에게ㄴ허락되리라하였느니라.

48 그러하도다. 그리고 이것이 그
들의신앙이었으니－곧내가그들에
게 그들의 날에 전도하도록 준 나의
복음이 그들의 형제 ㄱ레이맨인에게
와 또한 그들의 이반으로 말미암아
레이맨인이 된 모든 자들에게 나아
오기를원한것이었느니라.

49 이제 이것이 모두가 아니니－
곧 그들의 기도 가운데 보인 신앙은
다른 민족들이 이 땅을 차지함이 가
능하더라도, 이 복음은 역시 알려져
야한다는것이었느니라.

50 그리고 이같이 그들은 이 땅에
그들의 기도로 축복을 남겼으니, 곧
누구든지 이 땅에서 이 복음을 믿는
자는영생을가지게되리라하였고,

51 참으로 그들이 어떠한 나라와
족속과 방언 또는 백성이든지 이 땅
은 모든 자에게 자유로운 땅이 되리

22교리와 성약 10:39~51

38ㄱ 몰몬경 초판 서문에
선지자가 설명하기를
잃어버린 116쪽의
원고는“리하이서”라고
하는 부분을 번역한
것이라 하였다.

ㄴ 안내판.
41ㄱ 몰말 1:3~7.
46ㄱ 안내몰몬경.

ㄴ 이노 1:12~18; 
몰 8:24~26; 9:34~37.

ㄷ 안내복음.

47ㄱ 안내신앙.
ㄴ 3니 5:13~15; 

교성 3:19~20.
48ㄱ 모로 10:1~5; 

교성 109: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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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한것이더라.
52 그리고 이제 보라, 그들의 기도

가운데 보인 그들의 신앙에 따라 나
는 나의 백성에게 내 복음의 이 부분
을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이를 알
게 함은 그들이 받은 것을 멸하려 함
이 아니요, 그것을 더 강화시키려 함
이니라.

53 그리고 이 까닭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르기를, 만일 이 세대가 그들
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면,
나는 그들 가운데 나의 교회를 굳게
세우리라하였느니라.

54 이제, 나는 나의 교회를 멸하려
고 이를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교회
를일으켜세우려말하느니라.

55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교회
에속한자는 ㄱ두려워할필요가없나
니, 이는 그러한 자는 ㄴ천국을 ㄷ상속
할것임이니라.

56 그러나 나를 ㄱ두려워하지 아니
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ㄴ이익을 얻고자 자기 스스로
를위하여 ㄷ교회를일으켜세우는자
들, 또한 악을 행하며 악마의 왕국을
세우는 모든 자들－그러하도다. 진
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그들은내가불안하게하며, 중심
부까지 떨리게 하며, 흔들리게 할 자
들이니라.

57 보라, 나는 하나님의 ㄱ아들 예

수 그리스도니라. 내가 나의 백성에
게 왔으되, 나의 백성이 나를 영접하
지아니하였느니라.

58 나는 어둠에 비치는 ㄱ빛이되,
어둠이이를깨닫지못하느니라.

59 나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아니한
ㄱ다른 ㄴ양을 가지고 있음을 나의 제
자들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그러나
나를 ㄷ이해하지 못한 자가 많았느
니라.

60 그리고 나는 내가 다른 양을 가
지고 있었고, 그들이 ㄱ야곱 집의 한
가지였음을이백성에게보이리라.

61 그리고 나는 그들이 내 이름으
로 행한 바 그들의 기이한 일들을 드
러내리라.

62 그뿐 아니라 나는 또한 그들에
게 베풀어졌던 나의 복음을 드러내
리니, 보라, 너희가받은것을그들은
부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일으켜
세울 것이요, 나의 ㄱ교리의 참된 요
점과 참으로 내 안에 있는 유일한 교
리를드러내리라.

63 또 내가 이를 행함은 나의 복음
을 굳게 세우고자 함이요, 그처럼 많
은다툼이있지않게하려함이니, 그
러하도다. ㄱ사탄이백성의마음을선
동하여 내 교리의 요점들에 관하여
ㄴ다툼이 있게 하며, 이 일로 그들이
잘못을 범하나니, 이는 그들이 경전
을 ㄷ곡해하며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

55ㄱ 안내두려움.
ㄴ 안내하나님의 왕국 또는

천국.
ㄷ 마 5:10.

56ㄱ 전 12:13~14.
ㄴ 4니 1:26.

ㄷ 안내악마－악마의 교회.
57ㄱ 롬 1:4.
58ㄱ 교성 6:21.
59ㄱ 요 10:16.

ㄴ 안내선한 목자.
ㄷ 3니 15:16~18.

60ㄱ 안내포도원, 주의.
62ㄱ 3니 11:31~40.
63ㄱ 안내악마.

ㄴ 안내다툼.
ㄷ 벧후 3:16.



함이니라.
64 그러므로 나는 이 큰 비밀을 그

들에게펼쳐보여주리라.
65 이는 보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

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면, 암탉이
자기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
이내가그들을ㄱ모을것임이라.

66 그러하도다. 만일 그들이 나아
오기원하면, 와서 ㄱ생명수를값없이
마실수있느니라.

67 보라, 이것이 나의 교리이니－
누구든지회개하고내게로 ㄱ오는자,
그는나의ㄴ교회니라.

68 누구든지 이에 더하거나 덜한
것을 ㄱ선포하는 자, 그는 내게 속한
자가아니요, 오히려나를 ㄴ대적하는
자니, 그러므로 그는 나의 교회에 속
한자가아니니라.

69 그리고 이제 보라, 누구든지 나
의 교회에 속하여 나의 교회에서 끝
까지 견디면, 그를 내가 나의 ㄱ반석
위에굳게세우리니, 그리하면 ㄴ지옥
문이그들을이기지못하리라.

70 그리고이제세상의생명과 ㄱ빛
이요, 네 구속주, 네 ㄴ주요 네 하나님
이되는이의말씀을기억하라. 아멘.

24교리와 성약 10:64~11:2

65ㄱ 눅 13:34; 
3니 10:4~6; 
교성 43:24.

66ㄱ 안내생수.
67ㄱ 마 11:28~30.

ㄴ 안내예수 그리스도
교회.

68ㄱ 3니 11:40.
ㄴ 눅 11:23.

69ㄱ 안내반석.
ㄴ 마 16:18; 

니후 4:31~32; 
교성 17:8; 128:10.

70ㄱ 안내빛, 그리스도의 빛.
ㄴ 안내예수 그리스도.

11 1ㄱ 사 29:14; 
교성 4. 
안내복음의 회복.

2ㄱ 히 4:12.
ㄴ 니전 15:23~25; 

교성 1:14; 84:43~45.
ㄷ 앨 4:19; 31:5.

ㄹ 힐 3:29~30; 
교성 6:2.

크고ㄱ기이한 일이 바야흐로 사
람의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려

하는도다.
2 보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의

ㄱ말에 주의를 ㄴ기울이라. 나의 말은
살아있고 ㄷ활력이있어양날이선검
보다도 ㄹ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함

1~6, 포도원의 일꾼들은 구원을 얻
을 것임. 7~14, 지혜를 구하라. 회개
를외치라. 영을신뢰하라. 15~22, 계
명을 지키고 주의 말을 연구하라.
23~29, 계시와 예언의 영을 부인하
지 말라. 28~30, 그리스도를 영접하
는자는하나님의아들이됨.

제 11 편

1829년 5월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그의
형 하이럼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교회사 1:39~46). 이 계시는 조셉의 간구와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받았다. 교회사는 이 계시를 아
론신권이회복된후에받은것으로시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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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쪼개기까지 하나니, 그러므로 나
의말에주의를기울이라.

3 보라, 밭은 이미 ㄱ희어져 추수하
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거
두기 원하는 자는 자기 힘을 다하여
낫을 휘둘러 낮 동안에 거두어 자기
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ㄴ영원한구원을ㄷ쌓아둘지어다.

4 그러하도다. 누구든지 ㄱ낫을 휘
둘러 거두기 원하는 자, 그는 하나님
에게서부르심을받느니라.

5 그러므로 만일 네가 내게 ㄱ구하
면 너는 받게 될 것이요, 만일 네가
두드리면네게열리리라.

6 이제 네가 간구하였으므로, 보
라, 내가네게이르노니, 나의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ㄱ시온의대업을일으
켜굳게세우기를구하라.

7 ㄱ재물을구하지말고 ㄴ지혜를구
하라. 그리하면, 보라, 하나님의비밀
이 네게 펼쳐지리니, 그리하면 너는
부하게되리라. 보라, 영생을가진그
가부자니라.

8 진실로진실로내가네게이르노
니, 네가내게원하는대로네게행하
여질 것이요, 또 만일 네가 원하면,
너는 이 세대에 많은 선을 행하는 방
편이되리라.

9 이 세대에게 ㄱ회개 외에는 아무
ㄴ말도 하지 말라. 나의 계명을 지키
라. 그리고 나의 계명에 ㄷ따라 나의
일을 일으키는 것을 도우라. 그리하
면너는복을받으리라.

10 보라, 만일 네가 예수 그리스도
의 권능 곧 네게 말하는 나의 권능을
믿으며 ㄱ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
으로 내게 원하면, 너는 ㄴ은사를 가
지나니, 다시말하면, 너는은사를가
지게되리라.

11 이는보라, 말하는자가바로나
임이니, 보라, 나는 어둠에 비치는
ㄱ빛이라. 나의 ㄴ권능으로써 이 말을
네게주노라.

12 그리고 이제, 진실로 진실로 내
가 네게 이르노니, 선을 행하도록 인
도하는 ㄱ영－참으로 공의롭게 행하
도록, ㄴ겸손히 ㄷ걷도록, 의롭게 ㄹ판
단하도록 인도하는 그 영을 ㅁ신뢰하
라. 이것이나의영이니라.

13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
노니, 나는네게나의영을나누어주
리니, 그것은 네 ㄱ마음을 ㄴ밝혀주며
네영혼을ㄷ기쁨으로채워주리라.

14 그리고 그때 너는 알게 되리니,
또는 이로써 너는 알게 되리니, 곧
ㄱ의로운것에속한것으로네가받을

3ㄱ 교성 12:3.
ㄴ 딤전 6:19.
ㄷ 눅 18:22; 힐 5:8.

4ㄱ 계 14:15; 교성 14:3~4.
5ㄱ 안내기도.
6ㄱ 사 52:7~8; 교성 66:11.

안내시온.
7ㄱ 왕상 3:11~13; 

니후 26:31; 
야곱 2:17~19; 

교성 38:39.
ㄴ 안내지혜.

9ㄱ 안내회개하다, 회개.
ㄴ 교성 19:21~22.
ㄷ 교성 105:5.

10ㄱ 교성 46:8~12.
ㄴ 눅 8:15.

11ㄱ 안내빛, 그리스도의 빛.
ㄴ 안내권능.

12ㄱ 롬 8:1~9; 요1 4:1~6.

ㄴ 안내겸손한, 겸손.
ㄷ 안내걷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ㄹ 마 7:1~5; 

앨 41:14~15.
ㅁ 교성 84:116. 안내신뢰.

13ㄱ 안내생각.
ㄴ 교성 76:12.
ㄷ 안내기쁨.

14ㄱ 안내의로운, 의로움.



줄을 내 안에서 믿는 신앙으로써 내
게 원하는 것이면 너는 무엇이든지
다받게되리라.

15 보라, 내가네게명하노니, 네가
ㄱ부름을 받기까지는 네가 전도하도
록부름을받은줄로여기지말라.

16 네가 나의 교리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나의 말씀, 나의 ㄱ반석, 나의
교회와 나의 복음을 갖게 되기까지
조금더기다리라.

17 그러고 나서, 보라, 네 소망에
따라, 그러하도다. 참으로 네 신앙에
따라네게이루어지리라.

18 내계명을지키라. 잠잠하라. 내
영에호소하라.

19 그러하도다. 네 온 마음을 다하
여 나와 ㄱ합하라. 그리하여 이미 말
하여진 그 일들을 빛 가운데로 드러
내는 일－참으로 나의 경전을 번역
하는 일을 도울지어다. 네가 그것을
이루기까지참으라.

20 보라, 그러하도다. 네모든능력
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내 계명을
ㄱ지키는것, 이것이네일이니라.

21 내 말을 선포하려 힘쓰지 말고
먼저 나의 말을 ㄱ얻으려 힘쓰라. 그
리하면 네 혀가 풀리리라. 그런 후에
네가 원하면, 너는 나의 영과 나의

말, 참으로, 사람을 확신시키는 하나
님의능력을가지게되리라.

22 그러나 지금은 잠잠하라. 사람
의 자녀들 가운데 이미 나아간 나의
ㄱ말을연구하라. 그리고또한사람의
자녀들가운데나아오게될나의 ㄴ말
곧지금번역되고있는것을 ㄷ연구하
라. 그러하도다. 이세대에사람의자
녀들에게 내가 ㄹ줄 것을 모두 얻을
때까지 연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이그것에더하여지리라.

23 보라, 너는 ㄱ하이럼이요 내 아
들이니, 하나님의 왕국을 ㄴ구하라.
그리하면 공의로운 것에 따라 모든
것이더하여지리라.

24 나의 반석 위에 ㄱ세우라. 이는
곧나의ㄴ복음이니라.

25 ㄱ계시의영이나ㄴ예언의영을부
인하지 말라. 이는 이러한 것을 부인
하는자에게화가있을것임이니라.

26 그러므로 나의 지혜로써 네가
나아가야 할 그 시각까지 네 마음속
에 ㄱ간직하여두라.

27 보라, 나는좋은소망을품고거
두려고 ㄱ낫을 휘두른 모두에게 이르
노라.

28 보라, 나는 ㄱ예수 그리스도, 하
나님의 아들이니, 나는 세상의 생명

26교리와 성약 11:15~28

15ㄱ 신개 1:5. 
안내권세; 부르다,
하나님에게서 부름
받은, 부름.

16ㄱ 교성 6:34. 
안내반석.

19ㄱ 야곱 6:5; 
교성 98:11.

20ㄱ 안내순종, 순종하는,
순종하다.

21ㄱ 앨 17:2~3; 
교성 84:85.

22ㄱ 설명 성경.
ㄴ 설명 몰몬경.
ㄷ 안내경전－경전의 가치.
ㄹ 앨 29:8.

23ㄱ 조역 1:4.
ㄴ 마 6:33.

24ㄱ 마 7:24~27.
ㄴ 안내복음.

25ㄱ 안내계시.
ㄴ 계 19:10. 

안내예언, 예언하다.
26ㄱ 신 11:18; 

교성 6:20; 43:34; 
조마 1:37.

27ㄱ 안내선교 사업.
28ㄱ 안내예수 그리스도.



27 교리와 성약 11:29~12:8

이요ㄴ빛이니라.
29 나는 내 백성에게 왔으되 나의

백성이나를영접하지아니한그니라.
30 그러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

1~6,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은 구
원을 얻을 것임. 7~9, 소망을 가지고
자격이 있는 자는 모두 주의 일을 도
울수있음.

ㄱ

크
고기이한 일이 바야흐로 사
람의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

려하는도다.
2 보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라, 나의 말은 살
아 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선 검보
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함께
쪼개기까지 하나니, 그러므로 나의
말에주의를기울이라.

3 보라, 밭은 이미 희어져 추수하
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거
두기 원하는 자는 자기 힘을 다하여
낫을 휘둘러 낮 동안에 거두어 자기
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영원한구원을쌓아둘지어다.
4 그러하도다. 누구든지낫을휘둘

러 거두기 원하는 자, 그는 하나님에
게서부르심을받느니라.

5 그러므로만일네가내게구하면
너는 받게 될 것이요, 네가 두드리면
네게열리리라.

6 이제 네가 간구하였으므로, 보
라, 내가네게이르노니, 나의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시온의 대업을 일으
켜굳게세우기를구하라.

7 보라, 내가 너와 또한 이 사업을
일으켜 굳게 세우려는 소망을 가진
자모두에게말하노니,

8 ㄱ겸손하고 ㄴ사랑이 가득하며
ㄷ신앙, ㄹ소망 그리고 ㅁ자애를 지니
며, 자기에게 돌보도록 맡겨진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모든 일에 절제하
는자가아니면, 아무도이일을도울

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영접하는 모
든자, 그들에게는곧내이름을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ㄱ아들이 되는
ㄴ권능을주리라. 아멘.

28ㄴ 안내빛, 그리스도의 빛.
30ㄱ 안내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ㄴ 요 1:12.

12 1ㄱ 유사한 교차 참고
성구로서 교성 11:1~6
참조.

8ㄱ 안내겸손한, 겸손.

ㄴ 안내사랑.
ㄷ 안내신앙.
ㄹ 안내소망.
ㅁ 안내자애.

제 12 편

1829년 5월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조셉
나이트일세에게주신계시(교회사1:47~48). 조셉나이트는조셉스미스가몰
몬경 판을 가지고 있고 번역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 그의 선언을 믿었으
며, 여러 차례 조셉 스미스와 그의 서기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그들
이 계속 번역할 수 있게 하였다. 조셉 나이트의 요청에 선지자는 주께 물었으
며, 이계시를받았다.



수없느니라.
9 보라, 이 말을 하는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니, 그러므로 네 힘을

다하여 주의를 기울이라. 그러고 나
면너는부르심을받느니라. 아멘.

28교리와 성약 12:9~13:1

13 1ㄱ 교성 27:8; 84:18~34.
안내아론 신권.

ㄴ 조역 1:68~75. 
안내성임하다, 성임.

ㄷ 안내천사.
ㄹ 안내회개하다, 회개.

ㅁ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
ㅂ 조셉 스미스－역사의

마지막에 있는 아론
신권의 회복에 관한
올리버 카우드리의 기사
참조. 

신 10:8; 
대상 6:48; 
교성 128:24.

ㅅ 안내의로운, 의로움.

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ㅁ침례의 열쇠
들을지니고있나니, 이것은 ㅂ레위의
아들들이 또다시 ㅅ의롭게 주께 제물
을 바칠 때까지 결코 다시는 땅에서
거두어지지아니하리라.

아론신권의열쇠와권능이공포됨.

나의동역자된종들인너희에게
메시야의 이름으로 나는 ㄱ아

론 신권을 ㄴ부여하노라. 이는 ㄷ천사
의 성역, ㄹ회개의 복음 그리고 죄 사

제 13 편

1829년 5월 15일펜실베이니아주하모니근처사스케하나강둑에서조셉스
미스와올리버카우드리가아론신권에성임되었다(교회사1:39~42). 이성임
은 자신을 요한, 즉 신약전서에서 침례 요한으로 불리우는 바로 그라고 알리
는한천사의손으로행해졌다. 천사는설명하기를자기는멜기세덱신권이라
일컬어지는 더 높은 신권의 열쇠를 지닌 고대의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지시 아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때가 이르면 조셉과 올리버에게
멜기세덱신권이부여되리라는약속이주어졌다(제27편7, 8, 12절참조).

제 14 편

1829년 6월 뉴욕 주 페이에트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데이비드 휘
트머에게주신계시(교회사1:48~50). 휘트머일가는몰몬경번역에큰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선지자는 자기 거처를 피터 휘트머 일세의 집으로 정하고, 그
곳에서 번역 일이 진행되어 완성되고 곧 나아올 책의 판권이 확보될 때까지
거주하였다. 휘트머의 세 아들은 각자 그 책의 진실성에 대한 증거를 받게 되
어 그들 개개인의 의무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계시와다음두편(제15, 16편)은질의에대한응답으로우림과둠밈을통하여
주신 것이다. 데이비드 휘트머는 후에 몰몬경에 대한 세 증인 중의 한 사람이
되었다.



29 교리와 성약 14:1~11

1~6,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은 구
원을 얻을 것임. 7~8, 영생은 하나님
의 은사 중 가장 큰 은사임. 9~11, 그
리스도께서 여러 하늘과 땅을 창조
하셨음.

크고ㄱ기이한 일이 바야흐로 사
람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려 하

는도다.
2 보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라. 나의 말은 살
아 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선 검보
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함께
쪼개기까지 하나니, 그러므로 나의
말에주의를기울이라.

3 보라, 밭은 이미 희어져 추수하
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거
두기 원하는 자는 자기 힘을 다하여
낫을 휘둘러 낮 동안에 거두어 자기
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영원한구원을쌓아둘지어다.

4 그러하도다. 누구든지낫을휘둘
러 거두기 원하는 자, 그는 하나님에
게서부르심을받느니라.

5 그러므로만일네가내게구하면
너는받게될것이요, 만일네가두드
리면네게열리리라.

6 나의시온을일으켜굳게세우기
를구하라. 모든일에나의계명을지
키라.

7 그리고 만일 네가 나의 계명을
ㄱ지키고끝까지 ㄴ견디면, 너는 ㄷ영생
을 얻으리니, 이 은사는 하나님의 모
든은사가운데서가장큰것이니라.

8 그리고 또 이렇게 되리니, 만일
네가 믿는 신앙으로 내 이름으로 아
버지께구하면, 너는말하게하는ㄱ성
신을 받게 되리라. 이는 너로 하여금
네가 ㄴ듣고 또 보게 될 일들의 ㄷ증인
으로서게하고, 또한이세대에게회
개를선포하게하려함이니라.

9 보라, 나는 ㄱ예수 그리스도, ㄴ살
아계신하나님의 ㄷ아들이니, 하늘들
과 ㄹ땅을 ㅁ창조한 자요, ㅂ어둠에 숨
기울수없는ㅅ빛이니라.

10 그런즉나는나의복음의 ㄱ충만
함을 ㄴ이방인에게서 이스라엘의 집
으로가져와야하느니라.

11 그리고 보라, 너는 데이비드이
니, 너는 돕도록 부르심을 받았느니
라. 만일네가이일을행하고충실하
면, 너는 영적으로나 현세적으로 복
을받으리니, 네상이크리라. 아멘.

14 1ㄱ 유사한 교차 참고
성구로서 교성 11:1~6
참조.

7ㄱ 레 26:3~12; 
요 15:10; 
모사 2:22, 41; 
교성 58:2.

ㄴ 안내견디다.
ㄷ 니후 31:20; 

교성 6:13. 
안내영생.

8ㄱ 안내성신.
ㄴ 몰몬경 앞 부분에 있는

세 증인의 증언 참조.
ㄷ 모사 18:8~10. 

안내증거.
9ㄱ 모사 4:2; 

교성 76:20~24.
ㄴ 단 6:26; 

앨 7:6; 
교성 20:19.

ㄷ 롬 1:4.

ㄹ 아브 4:12, 24~25.
ㅁ 요 1:1~3, 14; 

3니 9:15; 
교성 45:1. 
안내창조하다, 창조.

ㅂ 안내어둠, 영적.
ㅅ 삼하 22:29. 

안내빛, 그리스도의 빛.
10ㄱ 교성 20:8~9; 

조역 1:34.
ㄴ 안내이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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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ㄱ 힐 3:29~30. 
안내권능.

6ㄱ 안내하늘에 계신
아버지.

ㄴ 안내하나님의 왕국 또는
천국.

ㄷ 안내안식.
ㄹ 교성 18:15~16. 

안내선교 사업.
16 1ㄱ 유사한 교차 참고

성구로서 교성 15:1~6
참조.

4 이는 네게 가장 값있는 일이 무
엇인지 알고자 네가 여러 번 나에게
원하였음이니라.

5 보라, 이 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계명에따라내가네게준나의말
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복이 있
도다.

6 이제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게 가장 값이 있을 일은 영혼들을
나에게로 데려와 내 ㄱ아버지의 ㄴ왕
국에서 그들과 더불어 ㄷ안식을 누리
기위하여이백성에게회개를 ㄹ선포
하는것이니라. 아멘.

1~2, 주의 팔은 온 땅 위에 있음.
3~6,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
함이가장값있는일임.

들으라, 나의종존아, 네주요네
구속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

에귀를기울이라.
2 이는 보라, 내가 네게 날카로움

으로그리고 ㄱ권능으로말하노니, 무
릇내팔은온땅위에있도다.

3 그리고 내가 오직 나와 너 외에
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을 네게 말
하리니－

1~2, 주의 팔은 온 땅 위에 있음.
3~6,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
함이가장값있는일임.

ㄱ

들
으라, 나의 종 피터여, 네 주
요 네 구속주인 예수 그리스

도의말에귀를기울이라.
2 이는 보라, 내가 네게 날카로움

으로 그리고 권능으로 말하노니, 무
릇내팔은온땅위에있도다.

3 그리고 내가 오직 나와 너 외에
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을 네게 말

제 15 편

1829년6월뉴욕주페이에트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를통하여존휘트머에
게 주신 계시(교회사 1:50). (제14편 머리말 참조.) 이 메시지는 주께서 존 휘
트머와 자신에게만 알려진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친밀하며 인상적이리만
큼 개인적이다. 존 휘트머는 후에 몰몬경에 대한 여덟 증인 중의 한 사람이
되었다.

제 16 편

1829년 6월 뉴욕 주 페이에트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피터 휘트머
이세에게 주신 계시(교회사 1:51). (제14편 머리말 참조.) 피터 휘트머 이세는
후에몰몬경에대한여덟증인중의한사람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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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니－
4 이는 네게 가장 값있는 일이 무

엇인지 알고자 네가 여러 번 나에게
원하였음이니라.

5 보라, 이 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의 계명에 따라 내가 네게 준 나의
말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복이

1~4, 신앙으로써세증인은판과다른
것들을 보게 될 것임. 5~9, 그리스도
께서몰몬경의신성함을증거하심.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내말에의지해야만하

느니라. 만일 너희가 온 마음의 뜻을
다하여 이를 행하면, 너희는 ㄱ판과
또한가슴판, ㄴ라반의검, ㄷ야렛형제
가 산 위에서 주와 ㄹ얼굴을 마주 보
며 말씀할 때 받았던 ㅁ우림과 둠밈
그리고 ㅂ홍해 변경 광야에 있을 때
리하이에게 주었던 ㅅ신기한 지시기

있도다.
6 이제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게 가장 값이 있을 일은 영혼들을
나에게로 데려와 내 아버지의 왕국
에서 그들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이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
는것이니라. 아멘.

17 1ㄱ 몰 6:6; 조역 1:52.
안내판.

ㄴ 니전 4:8~9; 니후 5:14;
야곱 1:10; 모사 1:16.

ㄷ 이더 3:1~28.
ㄹ 창 32:30; 출 33:11;

모세 1:2.
ㅁ 안내우림과 둠밈.
ㅂ 니전 2:5.
ㅅ 니전 16:10, 16, 26~29;

앨 37:38~47.
ㅇ 니후 27:12; 

이더 5:2~4; 
교성 5:15. 
또한 몰몬경 앞 부분에
있는 세 증인의 증언
참조.

3ㄱ 안내증언하다; 증거.

제 17 편

1829년6월뉴욕주페이에트에서몰몬경의기록이실려있는새겨진판을보
기에 앞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올리버 카우드리, 데이비드 휘트머
및 마틴 해리스에게 주신 계시(교회사 1:52~57). 조셉과 그의 서기 올리버 카
우드리는몰몬경판을번역하면서특별한증인세사람이지정되리라는사실
을알게되었다(이더서5:2~4, 니파이후서11:3, 27:12 참조). 올리버카우드리,
데이비드 휘트머 및 마틴 해리스는 영감 받은 소망으로 감동되어 세 사람의
특별한 증인이 되고자 하였다. 선지자는 주께 물었고 이 계시는 그 응답으로
우림과둠밈을통하여주신것이다.

들을ㅇ보게되리라.
2 그리고너희가그것들을보게됨

은 너희의 신앙으로 말미암나니 곧
옛 선지자들이 지녔던 그 신앙으로
말미암느니라.

3 그리고너희가신앙을얻고너희
눈으로 그것들을 보고난 후에, 너희
는 하나님의 권능으로써 그것들에
대하여 ㄱ증거할지니라.

4 그리고 너희가 이를 행할 것은
나의 종 조셉 스미스 이세가 멸망되
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내가
이 책으로 나의 의로운 목적을 사람



의 자녀들에게 이룰 수 있게 하기 위
함이니라.

5 또 너희는 실로 나의 종 조셉 스
미스 이세가 그것들을 보았던 것같
이 너희가 그것들을 보았음을 증언
할지니, 이는 그가 그것들을 보았음
이 나의 권능에 의한 것임이요 또 이
는그가신앙을가졌던연고임이라.

6 또 그가 그 ㄱ책 곧 내가 그에게
명한그 ㄴ부분을번역하였으니, 너희
주요 너희 하나님이 사심 같이 그것
은참되도다.

7 그런즉너희는그에게주어진것

과 같은 권능과, 같은 신앙과, 같은
은사를받았느니라.

8 그리고만일너희가내가너희에
게 준 나의 마지막 계명들을 준행하
면 ㄱ지옥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
니, 이는 내 ㄴ은혜가 너희에게 족함
이요, 너희가 마지막 날에 ㄷ들리울
것임이니라.

9 그리고 너희 ㄱ주요 너희 하나님
인 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를 너희에
게 말하였음은 내가 사람의 자녀들
에게 의로운 목적을 이루고자 함이
니라. 아멘.

32교리와 성약 17:5~18:3

6ㄱ 안내몰몬경.
ㄴ 니후 27:22; 

3니 26:7~10.
8ㄱ 마 16:18; 

3니 11:39; 
교성 10:69.

ㄴ 안내은혜.
ㄷ 니전 13:37; 

3니 27:14~15, 22; 
교성 9:14.

9ㄱ 안내주.
18 2ㄱ 교성 6:15~17.

3ㄱ 교성 98:11. 
안내경전－경전의 가치.

이제보라, 너 나의 종 올리버 카
우드리가 내게서 알기를 원한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말을 네게
주노라.

2 보라, 나는 네가 기록한 것들이
ㄱ참됨을 여러 경우에 나의 영으로써
네게 나타내 보였나니, 그런즉 그것
들이참됨을너는알고있느니라.

3 그리고만일그것들이참됨을네
가 알고 있으면, 보라, 내가 네게 한
가지 명령을 주노니, 너는 ㄱ기록된

1~5, 경전은 교회를 세우는 방법을
보여 줌. 6~8, 세상은 죄악으로 무르
익고 있음. 9~16, 영혼의 가치가 큼.
17~25, 구원을 얻기 위하여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야 함.
26~36, 십이사도의부르심과사명이
계시됨. 37~39, 올리버 카우드리와
데이비드휘트머는십이사도를찾아
내야 함. 40~47, 구원을 얻기 위하여
사람은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계명
을지켜야만함.

제 18 편

1829년6월뉴욕주페이에트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 올리버카우드리및데
이비드휘트머에게주신계시(교회사1:60~64). 아론신권이수여되었을때멜
기세덱 신권의 부여가 약속되었다(제13편 머리말 참조). 이 일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는간구에대한응답으로주께서이계시를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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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의지하라.
4 이는 그 가운데 나의 교회와 나

의 ㄱ복음과 나의 ㄴ반석의 기초에 관
한모든것이기록되어있음이니라.

5 그런즉 만일 네가 나의 복음과
나의 반석의 기초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면, 지옥문이 너를 이기지 못하
리라.

6 보라, ㄱ세상은 죄악으로 무르익
고있나니, ㄴ이방인이거나또한이스
라엘의집이거나를막론하고사람의
자녀들은 반드시 일깨움을 받아 회
개에이르러야하느니라.

7 그런즉 내가 나의 종 조셉 스미
스 이세에게 명한 바에 따라 네가 그
의손으로 ㄱ침례받았으므로그는내
가그에게명한일을이루었느니라.

8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자신의 목
적을 위하여 그를 불렀음을 기이히
여기지말라. 그목적은내가알고있
는 것이니라. 그런즉 만일 그가 ㄱ부
지런히 내 계명을 ㄴ지키면, 그는 ㄷ복
을 받아 영생에 이르리니, 그의 이름
은ㄹ조셉이니라.

9 그리고이제올리버카우드리여,
내가 너와 또한 데이비드 휘트머에
게 계명으로써 말하노니, 이는 보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어디에 있든지

회개할 것을 명함이니라. 또 나는 나
의 ㄱ사도바울에게하였던것같이너
희에게 말하노니 이는 그가 부르심
을 받았던 것과 똑같은 부르심으로
너희가부르심을받은까닭이니라.

10 ㄱ영혼의 ㄴ가치가 하나님 보시
기에큼을기억하라.

11 이는, 보라, 주 너희 ㄱ구속주가
육체로 ㄴ죽음을 겪었음이라. 그런즉
그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자기에
게나아오게하려고모든사람의 ㄷ고
통을ㄹ겪었느니라.

12 또그는ㄱ회개의조건위에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인도하려고 죽은
자가운데서다시ㄴ일어났느니라.

13 그리고 회개하는 영혼으로 인
한그의ㄱ기쁨은얼마나큰고!

14 이러므로 너희는 이 백성에게
회개를 ㄱ외치도록 부르심을 받았느
니라.

15 그리고 만일 너희가 이 백성에
게회개를외쳐너희온생애동안수
고하여단한 ㄱ영혼이라도내게로데
려오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
와 함께 누리게 될 너희의 기쁨이 얼
마나크겠느냐!

16 그리고이제, 너희가나의아버지
의 ㄱ왕국에 내게로 데려온 한 영혼과

4ㄱ 안내복음.
ㄴ 안내반석.

6ㄱ 안내세상.
ㄴ 안내이방인.

7ㄱ 조역 1:70~71.
8ㄱ 안내부지런함.
ㄴ 안내순종, 순종하는,

순종하다.
ㄷ 안내축복하다, 축복

받은, 축복.

ㄹ 니후 3:14~15. 
안내스미스, 조셉, 이세.

9ㄱ 롬 1:1.
10ㄱ 안내영혼.

ㄴ 안내영혼－영혼의 가치.
11ㄱ 안내구속주.

ㄴ 안내십자가에 달림.
ㄷ 사 53:4~5. 

안내속죄하다, 속죄.
ㄹ 안내구속하다,

구속받은, 구속.
12ㄱ 교성 19:4~18. 

안내회개하다, 회개.
ㄴ 안내부활.

13ㄱ 눅 15:7.
14ㄱ 앨 29:1~2; 

교성 34:5~6; 63:57.
15ㄱ 안내영혼－영혼의 가치.
16ㄱ 안내하나님의 왕국 또는

천국.



함께 누리는 너희의 기쁨이 클진대,
너희가 많은 영혼을 내게로 ㄴ데려오
면, 너희의ㄷ기쁨이얼마나크겠느냐!

17 보라, 나의 복음, 나의 반석, 나
의 ㄱ구원이너희앞에있도다.

18 너희가 받게 될 줄로 믿는 신앙
으로 내 ㄱ이름으로 아버지께 ㄴ구하
라. 그리하면 너희는 사람의 자녀들
에게 ㄷ필요한모든것을나타내는성
신을갖게되리라.

19 또만일너희에게 ㄱ신앙, ㄴ소망,
ㄷ사랑이없으면너희는아무일도할
수없느니라.

20 ㄱ악마의 교회가 아니거든 아무
교회와도대적하여ㄴ다투지말라.

21 너희는 그리스도의 ㄱ이름을 받
들며, ㄴ진지하게진리를ㄷ말하라.

22 회개하고 내 이름 곧 예수 그리
스도의 이름으로 ㄱ침례를 받고 끝까
지 ㄴ견디는자마다구원을얻으리라.

23 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께서주신 ㄱ이름이니, 사람이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주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24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아버지
께서 주신 그 이름을 받들어야만 하
나니, 이는 그 이름으로 그들이 마지

막날에일컬음을받을것임이니라.
25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일컬음

을 받는 그 ㄱ이름을 알지 못하면, 내
아버지의 ㄴ왕국에서 거할 곳을 얻을
수없느니라.

26 그리고 이제, 보라, ㄱ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나의 복음을 선포
하도록 부름을 받는 다른 자들이 있
나니,

27 그러하도다. 곧 열두 사람이니,
그ㄱ열둘은나의제자가될것이요, 그
들은 나의 이름을 받들 것이니라. 또
그 열둘은 마음의 뜻을 다하여 나의
ㄴ이름을받들기를원할자들이니라.

28 그리고 만일 그들이 마음의 뜻
을 다하여 나의 이름을 받들기 원하
면, 그들은온 ㄱ천하에다니며, ㄴ모든
피조물에게 나의 ㄷ복음을 전파하도
록부름을받느니라.

29 그리고 그들은 기록된 바대로
나의 이름으로 ㄱ침례를 베풀도록 나
에게성임받는자들이니라.

30 그리고 너희 앞에 기록된 것이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기록된 말
씀에 따라 그 일을 수행해야만 하느
니라.

31 그리고이제내가너희 ㄱ열둘에

34교리와 성약 18:17~31

16ㄴ 안내선교 사업.
ㄷ 앨 26:11. 안내기쁨.

17ㄱ 안내구원.
18ㄱ 요 15:16.

ㄴ 안내기도.
ㄷ 교성 88:63~65.

19ㄱ 안내신앙.
ㄴ 안내소망.
ㄷ 안내자애.

20ㄱ 안내악마－악마의 교회.
ㄴ 딤후 2:23~24; 

3니 11:29~30.
21ㄱ 니후 31:13; 

모사 5:8; 3니 27:5; 
교성 20:37.

ㄴ 롬 12:3.
ㄷ 교성 100:5~8.

22ㄱ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
ㄴ 안내견디다.

23ㄱ 말 1:11; 행 4:12; 
모사 3:17; 
힐 3:28~29.

25ㄱ 모사 5:9~14.
ㄴ 안내해의 영광.

26ㄱ 교성 90:8~9; 112:4.
27ㄱ 안내사도.

ㄴ 교성 27:12.
28ㄱ 막 16:15~16.

ㄴ 교성 1:2; 42:58.
ㄷ 안내복음.

29ㄱ 3니 11:21~28; 
교성 20:72~74.

31ㄱ 교성 107:23~35.



35 교리와 성약 18:32~46

게 이르노니－보라, 내 은혜가 너희
에게 족하니, 너희는 내 앞에서 반드
시 올바르게 걷고 죄를 범하지 말아
야하느니라.

32 그리고 보라, 너희는 제사와 교
사를 ㄱ성임하도록, 그리고너희안에
있는 ㄴ성신의권능에따라또사람들
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ㄷ부르심과 은
사에 따라 나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내게성임받는자들이니라.

33 그리고 너희 주요, 너희 하나님
인 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를 말하였
노라.

34 이 ㄱ말은 여러 사람에게서 말
미암은 것이 아니요 한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나에게서 말
미암은 것이니, 그런즉 너희는 이 말
이 나에게서 말미암은 것이요 사람
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증언
할지니라.

35 이는 이를 너희에게 말하는 것
이 나의 ㄱ음성인 연고라. 이는 이것
이 나의 영으로써 너희에게 주어짐
이요 나의 권능으로써 너희는 이를
서로에게 읽어 줄 수 있으되 나의 권
능으로써가 아니고는 너희가 이를
갖지못하였을것임이니라.

36 그런즉너희는내음성을들었고
내말을안다고ㄱ증언할수있느니라.

37 그리고 이제 보라, 나는 너 올리

버카우드리에게, 또한데이비드휘트
머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내가 말한
소망을가질열둘을찾아낼지니라.

38 그리고 너희는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ㄱ행실로그들을알게되리라.

39 그리고 너희가 그들을 찾거든
이것을그들에게보일지니라.

40 그리고 너희는 엎드려 내 이름
으로아버지를 ㄱ경배할지니라.

41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전도해
야 하나니, 이르기를, 너희는 반드시
회개하고예수그리스도의이름으로
침례를받아야하느니라하라.

42 이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회개
하고 침례를 받아야만 함이니, 남자
뿐 아니라 여자와 ㄱ책임질 수 있는
나이에이른아이도그러하니라.

43 그리고 이제, 너희가 이를 받은
후에는너희는모든일에나의 ㄱ계명
을반드시지켜야하느니라.

44 그리고 너희 손으로 내가 사람
의자녀들가운데 ㄱ기이한일을행하
여많은자에게자기의죄를 ㄴ깨닫게
하리니, 이는 그들로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함이며, 그들로 내 아버지의 왕
국에이르게하려함이니라.

45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주는 축
복은ㄱ모든것위에뛰어나도다.

46 그리고 너희가 이를 받은 후에
만일 내 계명을 ㄱ지키지 아니하면,

32ㄱ 모로 3:1~4; 
교성 20:60; 107:58. 
안내성임하다, 성임.

ㄴ 벧후 1:21; 
교성 68:3~4.

ㄷ 교성 20:27.
34ㄱ 안내경전.

35ㄱ 교성 1:38. 
안내음성.

36ㄱ 안내증언하다.
38ㄱ 안내행위.
40ㄱ 안내예배.
42ㄱ 교성 20:71; 

29:47; 68:27. 

안내책임지다, 책임질
수 있는, 책임질 수 있음.

43ㄱ 안내하나님의 계명.
44ㄱ 사 29:14; 교성 4:1.

ㄴ 앨 36:12~19; 62:45.
45ㄱ 교성 84:35~38.
46ㄱ 교성 82:3.



너희는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구원
받을수없느니라.

47 보라, 너희의 주요 너희의 하나

1~3, 그리스도는 모든 권능을 가지
고계심. 4~5, 모든사람은반드시회
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고통을
겪을 것임. 6~12, 영원한 형벌은 하
나님의 형벌임. 13~20, 만일 사람들
이 회개하면 고통을 겪지 않게 하려
고 그리스도께서 만인을 위하여 고
통을 겪으심. 21~28,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라. 29~41, 기쁜 소식을 선포
하라.

나는ㄱ알파와 오메가, ㄴ그리스도
주니라. 그러하도다. 참으로나

는 그니, 시작과 끝이요, 세상의 구속
주니라.

2 나는, 내게 관한 바, 나를 소유하
신 이 곧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여 다
ㄱ이루었나니－이를 행하였음은 만
물을내게ㄴ복종하게하려함이요－

3 모든 ㄱ권능을 지녔으니, 세상의
ㄴ끝과 내가 그 주민에게 임하게 할
심판의 마지막 큰 날에 사탄과 그의
일을 ㄷ멸할 것인 바, 그때에 나는 각
사람을 그 ㄹ행위와 그 행한 바 소위
대로ㅁ심판하리라.

4 그리고정녕모든사람은반드시
ㄱ회개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ㄴ고통을겪어야하나니이는나하나
님이ㄷ무궁함이라.

5 그러므로 나는 내가 행할 ㄱ심판
을 취소하지 아니하노니 화가, 울며
ㄴ애곡하며 이를 갊이, 참으로 나의
ㄷ왼편에서 발견되는 자들에게 나아
가리라.

6 그러할지라도 이 고통에는 끝이
없으리라 ㄱ기록되지아니하였고 ㄴ무
궁한고통이라기록되어있느니라.

7 또, 기록되기를 ㄱ영원한 정죄라

님이요, 너희 구속주인 나 예수 그리
스도는 내 영의 권능으로써 이를 말
하였노라. 아멘.

36교리와 성약 18:47~19:7

19 1ㄱ 계 1:8, 11; 3니 9:18;
교성 35:1; 61:1. 
안내알파와 오메가.

ㄴ 안내예수 그리스도.
2ㄱ 요 17:4; 3니 11:11.
ㄴ 빌 3:21.

3ㄱ 안내권능.
ㄴ 안내세상－세상의 끝.

ㄷ 사 14:12~17; 요1 3:8;
니전 22:26; 
교성 88:111~115.

ㄹ 안내행위.
ㅁ 안내심판, 마지막.

4ㄱ 안내회개하다, 회개.
ㄴ 눅 13:3; 힐 14:19.
ㄷ 모세 1:3.

5ㄱ 교성 56:4; 58:32.
ㄴ 마 13:42.
ㄷ 마 25:41~43.

6ㄱ 교성 76:105~106;
138:59.

ㄴ 교성 76:33, 44~45.
7ㄱ 힐 12:25~26; 

교성 29:44.

제 19 편

1830년 3월 뉴욕 주 맨체스터에서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시(교회사
1:72~74). 그가 쓴 역사에서 선지자는 이 계시를 소개하기를“마틴 해리스에
게 주신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이요 영원하신 이께서 주신 것”이라
하였다(교회사1:72).



37 교리와 성약 19:8~20

하였도다. 그런즉 이는 다른 경전보
다 더욱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나니,
전적으로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에 역사하게
하려는것임이라.

8 그런즉내가이비밀을너희에게
설명하리니, 이는 실로 나의 사도들
과 같이 아는 것이 너희에게 합당함
이니라.

9 이 일에 택함을 받은 너희에게
실로 하나같이 말하노니 이는 너희
로나의 ㄱ안식에들어오게하려함이
니라.

10 대저, 보라, 경건의 ㄱ비밀, 그얼
마나큰고! 이는보라, 내가무궁함이
요 내 손에서 주어지는 형벌은 무궁
한 형벌임이니, 이는 ㄴ무궁이 내 이
름임이라. 그런즉－

11 ㄱ영원한 형벌은 하나님의 형벌
이요,

12 무궁한 형벌은 하나님의 형벌
이니라.

13 그런즉 내가 네게 명하노니, 회
개하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나의 종
조셉 스미스 이세의 손으로 네가 받
은 ㄱ계명들을지키기를명하노라.

14 그리고네가그것들을받았음은
나의전능한권능에의한것이니라.

15 그러므로 내가 네게 회개하기
를 명하노니－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 입의 막대기
로, 또 나의 진노로, 또 나의 분노로
너를쳐서네 ㄱ고난이극심할까하노
라－얼마나 극심한지 너는 알지 못
하며, 얼마나 격렬한지 너는 알지 못
하나니, 참으로, 얼마나 견디기 힘든
지너는알지못하느니라.

16 이는 보라, 만일 그들이 ㄱ회개
하면, ㄴ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
을 ㄷ겪었음이니라.

17 그러나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그들은 나처럼 고난을
ㄱ겪어야만하나니,

18 그 고난은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인 나 자신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
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게 하여－내가 그 쓴
잔을 ㄱ마시지않고물러서려하게하
였느니라－

19 그러할지라도 아버지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나는마셨고사람의자녀
들을위한나의준비를ㄱ마쳤느니라.

20 그런즉 내가 네게 거듭 명하노
니,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두
렵건대 나의 전능한 권세로 내가 너
를낮출까염려하노라. 또너는네죄
를 ㄱ고백하라. 그리하지아니하면두
렵건대 내가 말한 이러한 형벌을 네

9ㄱ 안내안식.
10ㄱ 야곱 4:8; 

교성 76:114~116.
ㄴ 모세 1:3; 7:35. 

안내무궁.
11ㄱ 마 25:46.
13ㄱ 교성 5:2; 10:6~7;

17:1~9.
15ㄱ 앨 36:11~19.
16ㄱ 안내죄 사함.

ㄴ 안내자비로운, 자비.
ㄷ 앨 11:40~41. 

안내속죄하다, 속죄.
17ㄱ 교성 29:17.

18ㄱ 눅 22:42~44.
19ㄱ 요 17:4; 19:30.
20ㄱ 민 5:6~7; 

모사 26:29; 
교성 58:43; 64:7. 
안내고백하다, 고백.



가겪을까하노니, 내가나의영을물
러가게 하였을 때 그 형벌의 지극히
작은, 그러하도다, 참으로 그 지극히
미약한정도를네가맛보았느니라.

21 또내가네게명하노니, 회개외
에는 아무 것도 ㄱ전파하지 말라. 그
리고 그리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지
혜에 적합할 때까지 이것들을 세상
에보이지 ㄴ말라.

22 이는그들이지금은고기를 ㄱ감
당할 수 없고 ㄴ젖을 받아야만 함이
니, 그런즉 그들이 파멸하지 않도록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알지 말아야
하느니라.

23 내게서 배우고 내 말에 귀를 기
울이라. 나의 영의 ㄱ온유함으로 ㄴ걸
으라. 그리하면 너는 내 안에서 ㄷ화
평을누리리라.

24 나는 ㄱ예수 그리스도라, 나는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왔고 또
그의뜻을행하느니라.

25 그리고또, 내가네게명하노니,
너는 네 이웃의 ㄱ아내를 ㄴ탐내지 말
며, 네이웃의생명을찾지말지니라.

26 그리고또, 내가네게명하노니,
너는 네 자신의 재물을 탐하지 말며,
오히려 ㄱ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실
려 있는 몰몬경의 인쇄에 아낌없이

내어놓을지니－
27 이는 ㄱ이방인에게주는나의말

이니라, 그리하여 머지않아 그것이
ㄴ유대인에게로갈수있게할지니레
이맨인은유대인의한 ㄷ남은자니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고 이
미온 ㄹ메시야가오기를바라지않게
하려는것이니라.

28 그리고또, 네게명하노니, 너는
ㄱ기도하라. 마음으로 할 뿐 아니라
ㄴ소리를 내어서도 하라. 그러하도
다. 은밀하게할뿐아니라세상앞에
서도 하며, 혼자서 뿐만 아니라 회중
앞에서도할지니라.

29 그리고너는기쁜소식을 ㄱ선포
할지니, 그러하도다. 산 위에서 이를
공표하며, 모든 높은 곳에서도 하며,
네가 보기로 허락될 모든 백성 가운
데서도할지니라.

30 또 너는 나를 ㄱ신뢰하며, 욕하
는 자를 욕하지 말고, 지극히 겸손함
으로이를행할지니라.

31 그리고너는 ㄱ교의에관하여이
야기하지 말고, 회개와 구원자를 믿
는 ㄴ신앙, 그리고 ㄷ침례에의한죄사
함 그리고 ㄹ불에 의한 참으로, ㅁ성신
에의한ㅂ죄사함을선포할지니라.

32 보라, 이것은 이 문제에 관하여

38교리와 성약 19:21~32

21ㄱ 교성 11:9.
ㄴ 조역 1:42.

22ㄱ 교성 78:17~18.
ㄴ 히 5:11~14; 

교성 50:40.
23ㄱ 안내온유한, 온유.

ㄴ 모로 7:3~4.
ㄷ 안내평화.

24ㄱ 안내예수 그리스도.
25ㄱ 출 20:17; 고전 7:2~4.

안내간음.
ㄴ 안내탐내다.

26ㄱ 안내진리.
27ㄱ 안내이방인.

ㄴ 안내유대인.
ㄷ 옴 1:14~19; 

모사 25:2~4; 
힐 8:21; 
3니 2:12~16.

ㄹ 안내메시야.

28ㄱ 딤전 2:8. 안내기도.
ㄴ 교성 20:47, 51; 23:6.

29ㄱ 안내선교 사업.
30ㄱ 안내신뢰.
31ㄱ 딤후 2:23~24.

ㄴ 안내신앙.
ㄷ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
ㄹ 마 3:11.
ㅁ 안내은사, 성신의.
ㅂ 안내죄 사함.



39 교리와 성약 19:33~41

내가 네게 주게 될 크고도 마지막이
되는 ㄱ계명이니, 이는 이것으로 네
생애의 끝까지 네가 매일 생활해 나
가기에충분할것임이니라.

33 그리고이들여러 ㄱ교훈을가벼
이 여길진대, 너는 비참을 받게 되리
니, 그러하도다, 곧네자신과재산의
멸망을받게되리라.

34 네 재산의 일부를, 그러하도다.
곧네토지의일부와, 그리고네가족
의부양분을제외한모든것을 ㄱ나누
어주라.

35 네가 인쇄업자와 ㄱ계약한 ㄴ빚
을갚으라. ㄷ속박에서벗어나라.

36 네 가족을 보기 원할 때 외에는
네집과가정을ㄱ떠나있으라.

37 그리고 만인에게 자유롭게 ㄱ말
하라. 그러하도다. 큰목소리로, 기뻐
하는 소리로 설교하고, 권면하며,

ㄴ진리를 선포하며, 외치기를－호산
나, 호산나, 주하나님의이름을찬송
하리로다하라.

38 항상 ㄱ기도하라. 그리하면내가
내 영을 네게 ㄴ부어 주리니, 네 복이
크리라－그러하도다. 참으로 네가
땅의 보화와 썩어 없어질 것을 그 한
도껏얻는경우보다도많으리라.

39 보라, 너는기뻐함이없이, 그리
고 즐거움으로 마음이 벅차오름이
없이이를읽을수있겠느냐?

40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소경된
인도자로서 더 오래 여기저기를 달
음질할수있겠느냐?

41 그렇지아니하면, 네가 ㄱ겸손하
고 온유하게 되어 내 앞에서 현명하
게처신할수있겠느냐? 그러하도다.
네구주인내게로ㄴ오라. 아멘.

32ㄱ 교성 58:26~29.
33ㄱ 안내하나님의 계명.
34ㄱ 행 4:34~35.
35ㄱ 설명 몰몬경 초판 출판

비용을 지불하려고.
ㄴ 안내빚.

ㄷ 잠 22:7.
36ㄱ 마 19:29.
37ㄱ 교성 58:47; 68:8; 71:7.

ㄴ 교성 75:4.
38ㄱ 눅 18:1; 니후 32:9; 

교성 10:5.

ㄴ 잠 1:23; 행 2:17.
41ㄱ 안내겸손한, 겸손.

ㄴ 마 11:28~30.

회개, 의롭게 됨, 성결하게 됨, 그리
고 침례를 규정하는 율법이 설명됨.
38~67, 장로, 제사, 교사 및 집사의

1~16, 몰몬경은 후일의 사업의 신성
함을 입증함. 17~28, 창조, 타락, 속
죄 및 침례의 교리가 확인됨. 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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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년4월선지자조셉스미스를통하여주신교회조직과다스림에관한계
시(교회사 1:64~70). 이 계시의 기록에 앞서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
다. “우리는 예언과 계시의 영으로써 그분[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음 내용을
얻었는데 이는 우리에게 많은 사실을 알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뜻과
계명에따라우리가나아가이곳지상에다시한번그의교회를조직해야할
정확한일자를우리에게지정하여주었다”(교회사1:64).



의무가 요약됨. 68~74, 회원의 의무,
자녀의 축복 및 침례 양식이 계시됨.
75~84, 성찬 축복 기도문, 그리고 교
회 회원 자격을 결정하는 규정이 주
어짐.

이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ㄱ교회
의 ㄴ일어남은 이러하니라. 곧

우리의 주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
스도께서 육체로 온 때로부터 일천
팔백삼십년이되는때, 넷째달곧사
월이라 하는 달의 여섯째 날에 하나
님의 뜻과 계명에 의하여 우리나라
의 법에 합당하게 정식으로 ㄷ조직되
어설립되나니－

2 이 계명은 이 교회의 ㄱ첫 장로가
되도록 하나님에게서 ㄴ부르심을 받
아 예수 그리스도의 ㄷ사도로 성임된
조셉스미스이세에게준것이요,

3 또 그의 손으로 이 교회의 둘째
장로가 되도록 역시 하나님에게서
ㄱ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ㄴ사도로 성임된 올리버 카우드리에
게준것이라.

4 이것은우리주요구원자이신예
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른 것이니,
그에게 모든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
록있을지어다. 아멘.

5 자기의 죄 사함을 받았음이 이

첫 장로에게 진실로 나타내신 바 된
후에, 그는 세상의 헛된 것에 또다시
ㄱ얽매였으나.

6 그러나 신앙을 통하여 회개하고
진실로 자신을 겸손히 낮춘 후에, 하
나님께서 거룩한 ㄱ천사를 시켜 그에
게 성역을 베푸셨으니, 그 천사의
ㄴ얼굴은번개와같고그의옷은청결
하며다른어떤흰것보다더희더라.

7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
감을주는여러계명을주셨고,

8 미리 준비된 ㄱ방편으로 높은 곳
에서 그에게 능력을 주어 몰몬경을
번역하게하셨으니,

9 몰몬경에는한타락한백성의기
록과 이방인에게 그리고 또한 유대
인에게도 나아갈 예수 그리스도의
ㄱ복음의ㄴ충만함이실려있느니라.

10 또 이는 영감으로 주신 것이요,
천사들의 성역으로써 ㄱ다른 사람들
에게 확인된 것이요, 그들에 의하여
세상에ㄴ선포된것이라－

11 이는거룩한경전이 ㄱ참됨과하
나님께서옛세대에서와마찬가지로
이 시대와 세대에서 사람들에게 ㄴ영
감을 주시고 그들을 부르시어, 자기
의 ㄷ거룩한일을하게하심을세상에
증명하는것이니,

12 이로써 그가 어제나 오늘이나

40교리와 성약 20:1~12

20 1ㄱ 3니 27:1~8. 
안내교회, 이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ㄴ 조역 1:2.
ㄷ 교성 21:3.

2ㄱ 안내장로.
ㄴ 안내권세; 부르다,

하나님에게서 부름

받은, 부름.
ㄷ 안내사도.

5ㄱ 조역 1:28~29.
6ㄱ 조역 1:30~35. 

안내천사.
ㄴ 마 28:2~3.

8ㄱ 안내우림과 둠밈.
9ㄱ 안내복음.
ㄴ 조역 1:34.

10ㄱ 모로 7:29~32; 
교성 5:11.

ㄴ 몰몬경 앞 부분에 있는
세 증인의 증언과 여덟
증인의 증언 참조.

11ㄱ 안내경전－경전의 가치.
ㄴ 안내영감, 영감을 주다.
ㄷ 안내거룩한.



41 교리와 성약 20:13~25

영원토록 ㄱ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느니라. 아멘.

13 그러므로 이처럼 큰 증거들이
있어, 이에의하여세상, 참으로이후
에 이 일을 알게 될 자마다 심판받으
리라.

14 또 신앙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ㄱ의를 행하는 자들은 영생의 ㄴ면류
관을받게되리라.

15 그러나 ㄱ믿지않음으로자기마
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를 거절하는
자는 그것이 돌이켜져 그들 자신의
정죄가되리니－

16 이는 주 하나님께서 이를 말씀
하셨음이라. 우리들 곧 교회의 장로
들이 높은 곳에 계시는 영화로우신
위엄의 말씀을 듣고 또 증언하노니,
그에게영광이영원무궁토록있을지
어다. 아멘.

17 이 일로써 우리는 하늘에 ㄱ하
나님이 계심을 ㄴ아나니, 그는 무한
하시고 영원하시며, 영원에서 영원
에 이르기까지 동일하신, 변하지 아
니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늘과 땅
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이
시니라.

18 또 그가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ㄱ창조하시되 자기의 ㄴ형상대로, 자
기의모양대로그들을창조하시고,

19 그, 곧 유일하신,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ㄱ사랑하고 ㄴ섬길
것과그가그들이 ㄷ예배할유일한존
재여야 한다는 계명을 그들에게 주
셨느니라.

20 그러나 이 거룩한 율법을 범함
으로써사람은 ㄱ육욕적이며 ㄴ악마같
이 되었으며 ㄷ타락한 사람이 되었느
니라.

21 그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ㄱ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에 관
하여 주신 저 여러 경전에 기록된 바
와같으니라.

22 그는 ㄱ유혹을받으셨으나, 이에
개의치아니하셨느니라.

23 그는 ㄱ십자가에못박혀죽으시
고제삼일에다시ㄴ일어나셨고,

24 ㄱ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사 아버
지의 뜻에 따라 전능하신 권세로 다
스리기위해하늘에ㄴ오르셨나니,

25 이는 ㄱ믿고그의거룩한이름으
로 침례를 받아 신앙 안에서 끝까지
ㄴ견디는자마다구원을얻게하려하

12ㄱ 히 13:8; 
니전 10:18~19; 
몰 9:9~10; 
교성 35:1; 38:1~4.

14ㄱ 안내의로운, 의로움.
ㄴ 안내영생; 승영.

15ㄱ 안내믿지 않음.
17ㄱ 수 2:11. 

안내하나님, 신회.
ㄴ 교성 76:22~23.

18ㄱ 안내창조하다, 창조.
ㄴ 창 1:26~27; 

모사 7:27; 

이더 3:14~17.
19ㄱ 신 11:1; 

마 22:37; 
모로 10:32; 
교성 59:5~6.

ㄴ 신 6:13~15. 
안내섬김.

ㄷ 안내예배.
20ㄱ 안내육욕적인,

육욕적임.
ㄴ 안내악마.
ㄷ 안내육에 속한 사람.

21ㄱ 안내독생자.

22ㄱ 마 4:1~11; 27:40.
23ㄱ 안내십자가에 달림.

ㄴ 안내부활.
24ㄱ 안내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신회－
아버지 하나님.

ㄴ 안내승천.
25ㄱ 교성 35:2; 38:4; 45:5, 8;

68:9; 76:51~53.
ㄴ 안내견디다.



심이라－
26 그가 ㄱ절정의시기에육체로오

신 후에 믿은 자뿐 아니라 태초로부
터있었던모든자곧그가오시기전
에있던자로서 ㄴ성신의은사에의해
감동되는 대로 말한, 만사에 그를 진
실로 ㄷ증거한 ㄹ거룩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은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
이요,

27 또한 후에 올 자로서 아버지와
아들을 ㄱ증거하시는 성신에 의한 하
나님의 ㄴ은사와 부르심을 믿는 자도
그러하리라.

28 이아버지와아들과성신은 ㄱ한
하나님이시니, 무한하시고 영원하시
며끝이없으시니라. 아멘.

29 또 우리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ㄱ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예배
하며, 그의 이름을 믿는 ㄴ신앙으로
끝까지 견디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
하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ㄷ구원을 받
을수없는줄아노라.

30 또 우리는 우리의 주요 구원자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ㄱ은혜를 통하
여 ㄴ의롭게됨이공의로우며참된줄
아노라.

31 또한 우리는 우리의 주요 구원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
하여 ㄱ성결하게 됨은 자신의 모든
ㄴ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자에게 공
의로우며참된줄아노라.

32 그러나 사람은 은혜에서 ㄱ떨어
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떠날
가능성이있느니라.

33 그러므로 교회 회원은 조심하
며항상기도하여 ㄱ유혹에빠지지않
게할지어다.

34 그러하도다. 또한 성결하게 된
자까지도조심할지어다.

35 또우리는이일들이참되며, 요
한의 계시대로인 줄 아노니, 그의 책
의 계시에, 거룩한 ㄱ경전에, 또는 성
신의 은사와 권능, 하나님의 ㄴ음성
또는 천사의 성역에 의해 이후에 임
할 하나님의 계시에 ㄷ더하지도 감하
지도아니하는것인줄아노라.

36 또 주 하나님이 이를 말씀하셨
나니, 그의 거룩한 이름에 존귀와 권
능과 영광을 이제와 영원토록 돌릴
지어다. 아멘.

37 그리고 또, 침례 양식에 관하여
교회에 주시는 계명으로서－하나님
앞에자신을겸손히낮추고 ㄱ침례받
기를 원하며 ㄴ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42교리와 성약 20:26~37

26ㄱ 교성 39:1~3.
ㄴ 모세 5:58. 

안내성신.
ㄷ 안내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망에 관한 예언.

ㄹ 야곱 4:4; 7:11; 
모사 13:33.

27ㄱ 교성 42:17.
ㄴ 교성 18:32.

28ㄱ 요 17:20~22; 
3니 11:27, 36. 
안내하나님, 신회.

29ㄱ 안내회개하다, 회개.
ㄴ 안내신앙.
ㄷ 안내구원; 구속의 계획.

30ㄱ 안내은혜.
ㄴ 안내의롭게 됨.

31ㄱ 안내성결하게 됨.
ㄴ 신 6:5; 

모로 10:32.
32ㄱ 안내배도; 거역.
33ㄱ 안내유혹하다, 유혹.
35ㄱ 안내경전.

ㄴ 교성 18:33~36.
ㄷ 계 22:18~19.

37ㄱ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
ㄴ 안내상한 마음.



43 교리와 성약 20:38~54

심령으로 나아와서, 자기의 모든 죄
를진실로회개하였음과예수그리스
도의 ㄷ이름을 기꺼이 받들고자 하며
끝까지 그를 섬기려는 ㄹ결심을 가졌
음을교회앞에증거하며, 그들의ㅁ죄
사함을얻도록그리스도의영을받아
들였음을 진실로 그들의 ㅂ행위로써
나타내는모든사람은침례로써그의
교회에받아들여져야하느니라.

38 그리스도의 교회의 장로, 제사,
교사, 집사및회원의의무－ㄱ사도는
장로라. 그의부름은ㄴ침례를주며,

39 다른 장로, 제사, 교사 그리고
집사를 ㄱ성임하며,

40 떡과 포도주－그리스도의 살과
피의상징물－를 ㄱ베풀며－

41 침례를 받아 교회에 들어온 자
를, 경전에 따라 불과 ㄱ성신의 침례
를위하여 ㄴ안수로써ㄷ확인하며,

42 가르치며, 해설하며, 권면하며,
침례를베풀며, 교회를돌아보며,

43 안수를 하고 성신을 부여함으
로써교회를확인하며,

44 모든모임을인도하는것이니라.
45 장로는 하나님의 계명과 계시

에따라, 성신의인도를받는대로모
임을 ㄱ사회해야하느니라.

46 ㄱ제사의 의무는 설교하며, ㄴ가

르치며, 해설하며, 권면하며, 침례를
주며, 성찬을베풀며,

47 각 회원의 집을 방문하며, ㄱ소
리를 내어서 그리고 은밀하게 ㄴ기도
할 것과 모든 ㄷ가족의 의무를 다할
것을권면하는것이니라.

48 그리고그는또한다른제사, 교
사, 집사를ㄱ성임할수있느니라.

49 또 그는 출석한 장로가 한 사람
도 없을 때에 모임을 인도해야 하느
니라.

50 그러나 장로가 한 사람이라도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는 다만 설교
하며, 가르치며, 해설하며, 권면하며,
침례를베풀며,

51 각 회원의 집을 방문하여 소리
내어서 그리고 은밀하게 기도할 것
과 모든 가족의 의무를 다하도록 그
들을권면해야하느니라.

52 이 모든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제사는 장로를 ㄱ도와
야하느니라.

53 ㄱ교사의 의무는 교회를 항상
ㄴ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하며, 그들
의힘을북돋아주며,

54 교회 안에 악행이 없도록, 서로
감정이 ㄱ대립되는일이없도록, 거짓
말하는일, 험담하는일이나 ㄴ비방하

37ㄷ 모사 5:7~9; 18:8~10.
안내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짊어짐.

ㄹ 안내견디다.
ㅁ 안내죄 사함.
ㅂ 약 2:18. 안내행위.

38ㄱ 안내사도.
ㄴ 3니 11:21~22.

39ㄱ 모로 3:1~4; 

교성 107:58.
40ㄱ 안내성찬.
41ㄱ 안내은사, 성신의.

ㄴ 안내손, 안수.
ㄷ 교성 33:11, 

14~15; 55:3.
45ㄱ 모로 6:9; 교성 46:2.
46ㄱ 교성 84:111; 107:61.

안내제사, 아론 신권.
ㄴ 안내가르치다, 교사.

47ㄱ 교성 19:28.
ㄴ 딤전 2:8.
ㄷ 안내가족.

48ㄱ 안내성임하다, 성임.
52ㄱ 교성 107:14.
53ㄱ 안내교사, 아론 신권.

ㄴ 안내살펴보다, 파수꾼.
54ㄱ 살전 5:11~13.

ㄴ 안내비방.



는일이없도록보살피며,
55 교회 회원이 자주 함께 모이도

록 보살피며, 또한 모든 회원이 그들
의 의무를 다하도록 보살피는 것이
니라.

56 그리고그는집회에장로나제사
가없을때그모임을인도해야하며－

57 교회 안에서 그의 모든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ㄱ집
사의도움을항상받아야하느니라.

58 그러나 교사나 집사에게는 침
례를 주거나, 성찬을 베풀거나, 안수
할권세는없느니라.

59 그러나 그들은 경고하고, 해설
하며, 권면하며, 가르치며, 모든사람
에게그리스도에게로나아오도록권
유해야하느니라.

60 모든 ㄱ장로, 제사, 교사 또는 집
사는 각자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와 ㄴ부르심에 따라 성임되어야
하나니, 그는 그를 성임하는 자 안에
있는성신의권능으로써성임되어야
하느니라.

61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구성하
는여러장로는삼개월에한번씩대
회를 개최하거나 아니면 그 대회에
서 지시하거나 정하는 대로 때때로
대회를가져야하느니라.

62 그 대회는 그때에 처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교회 업무는 무엇이

나다처리해야하느니라.
63 장로들은 자신이 속한 교회의

ㄱ동의에 의해 다른 장로들에게서 그
들의 허가증을 받든가 그렇지 않으
면대회에서받아야하느니라.

64 제사에 의하여 성임되는 각 제
사, 교사 또는 집사는 그때에 그에게
서 ㄱ증명서를받을수있으며, 장로에
게그증명서를제시하면허가증을받
을 자격이 있나니, 이로써 그가 부름
받은임무를수행할권세를얻게되느
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는 대회에
서허가증을받을수도있느니라.

65 정식으로조직된교회의지부가
있는곳에서는그교회의 ㄱ동의없이
는 아무도 이 교회 안의 어떠한 직분
에도ㄴ성임될수없느니라.

66 그러나 감리장로, 순회감독, 고
등평의원, 대제사 그리고 장로는 동
의를 요청할 수 있는 교회의 지부가
없는 곳에서는 성임하는 특권을 가
질수있느니라.

67 대신권의 모든 회장(또는 감리
장로), ㄱ감독, 고등평의원 및 ㄴ대제
사는 ㄷ고등평의원회 또는 연차대회
의지시로성임되어야하느니라.

68 침례로써 받아들여진 후의 회
원의 ㄱ의무－매사가 질서 정연하게
진행되도록, 그들이 ㄴ성찬을 취하고
장로의 ㄷ안수로써 확인되기에 앞서

44교리와 성약 20:55~68

57ㄱ 안내집사.
60ㄱ 안내장로.

ㄴ 안내부르다,
하나님에게서 부름
받은, 부름.

63ㄱ 안내만장일치.
64ㄱ 교성 20:84; 52:41.

65ㄱ 교성 26:2. 
안내만장일치.

ㄴ 안내성임하다, 성임.
67ㄱ 안내감독.

ㄴ 안내대제사.
ㄷ 안내고등평의회.

68ㄱ 안내의무.

ㄴ 안내성찬.
ㄷ 안내손, 안수.



45 교리와 성약 20:69~77

장로나제사들은그리스도의교회에
관한 모든 것을 그들이 ㄹ이해하도록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
야하느니라.

69 그리고 회원들은 교회 회원 앞
에서 그리고 또한 장로들 앞에서 경
건한 행실과 말로써 그들이 그 일에
합당함을 나타내 보여야 하며, 그리
하여 주 앞에서 ㄱ거룩하게 걸으며－
거룩한 경전에 일치하는 ㄴ행실과 신
앙이있도록하여야하느니라.

70 자녀를 가진 그리스도의 교회
의 모든 회원은 교회 회원들 앞에서
자녀를 장로들에게 데리고 올 것이
요, 장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으로 그들 위에 손을 얹고 그의 이름
으로그들을ㄱ축복해야하느니라.

71 하나님 앞에서 ㄱ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고 ㄴ회개할 능력
이 있지 않은 한 아무도 그리스도의
교회에받아들여질수없느니라.

72 ㄱ침례는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베풀어져야
하나니－

73 하나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아
침례를 줄 수 있는 권세를 예수 그리
스도에게서 받은 자는 침례를 받으
러나온남자또는여자와함께물속
에내려가, 그남자또는여자의이름

을 부르며 말하기를“예수 그리스도
에게서 위임을 받아,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침례를주노라. 아멘.”할것이요,

74 그러고 나서 그는 그 남자 또는
여자를 물 속에 ㄱ잠근 다음 물 밖으
로다시나와야하느니라.

75 교회는주예수를 ㄱ기념하여떡
과포도주를 ㄴ취하기위하여자주함
께모일필요가있느니라.

76 그리고 장로나 제사가 이를 베
풀어야하나니, 그는다음과같은ㄱ방
식으로 베풀어야 하느니라－그는 교
회와 더불어 무릎을 꿇고 엄숙한 기
도로아버지를부르고말하기를,

77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
여,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비옵나니,
이 ㄱ떡을취하는모든사람의영혼을
위하여 이 떡을 축복하시며 성결하
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당
신 아들의 몸을 기억하여 먹게 하시
옵고,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
여, 또한 저희가 기꺼이 당신 아들의
이름을 ㄴ받들며, 항상그를기억하고
그가 저희에게 주신 계명을 ㄷ지키고
자 함을 당신에게 ㄹ증거하게 하시오
며, 그리하여 저희가 항상 그의 ㅁ영
과함께하도록하시옵소서. 아멘.

68ㄹ 안내이해.
69ㄱ 안내거룩함.

ㄴ 약 2:14~17.
70ㄱ 안내축복하다, 축복받은,

축복－어린아이들에
대한축복.

71ㄱ 교성 18:42; 29:47;
68:25~27. 
안내책임지다. 책임질

수 있는, 책임질 수
있음; 침례, 침례를
주다－침례 요건.

ㄴ 안내회개하다, 회개.
72ㄱ 3니 11:22~28.
74ㄱ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

침수로서의 침례.
75ㄱ 안내성찬.

ㄴ 행 20:7.

76ㄱ 모로 4:1~3.
77ㄱ 눅 22:19.

ㄴ 모사 5:8~12.
ㄷ 안내순종, 순종하는,

순종하다.
ㄹ 모사 18:8~10; 

교성 20:37.
ㅁ 요 14:16.



78 포도주를 축복하는 ㄱ방식은 이
러하니－그는 또한 ㄴ잔을 들고 말하
기를,

79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
여,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비옵나니,
이 ㄱ포도주를마시는모든사람의영
혼을 위하여 이 포도주를 축복하시
며 성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저희를 위하여 흘리신, 당신
아들의 피를 기억하여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옵고, 오 하나님, 영원하
신 아버지시여, 또한 저희가 항상 그
를 기억함을 당신에게 증거하게 하
시오며, 그리하여 저희가 그의 영과
함께하도록하시옵소서. 아멘.

80 그리스도의 교회 회원으로서
범법하거나 잘못이 드러나는 자는
경전에지시된대로처리할지니라.

81 그리스도의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 교회는 교회의 장로들이 개최
하는 여러 대회에 그들의 교사를 한
사람 또는 그 이상 파견하여 참석하

게할의무가있느니라.
82 전번대회이래로교회에가입한

여러 회원의 ㄱ명부를 가지고 참석하
게하거나, 어느제사의손에맡겨보
내야 하나니, 그리하여 다른 장로들
이때때로지명하게될장로들가운데
한 사람이 전 교회 회원의 모든 이름
이 기재된 정규 명부를 만들어 한 권
의책으로보관하게하려함이요,

83 또한만일누가교회에서 ㄱ축출
되었으면교회의총명부에서그들의
이름이지워지게하기위함이니라.

84 거주하던 교회에서 옮겨가는
모든 회원은 만일 그들을 알지 못하
는 교회로 옮겨갈 때에는 그들이 정
규회원이며합당한회원임을증명하
는편지를가져갈수있으며, 그증명
서에는 만일 그 편지를 받는 회원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장로나 제사
이면 어떠한 장로나 제사가 서명해
도 되나 그렇지 아니하면 거기에는
교회의교사들이나집사들이서명할
수있느니라.

46교리와 성약 20:78~84

78ㄱ 모로 5:1~2.
ㄴ 눅 22:20.

79ㄱ 교성 27:2~4.
82ㄱ 모로 6:4.

83ㄱ 출 32:33; 
앨 5:57; 
모로 6:7. 
안내파문.

제 21 편

1830년 4월 6일 뉴욕 주 페이에트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교
회사 1:74~79). 이 계시는 명시된 날에 교회를 조직할 때 피터 휘트머 일세의
집에서 받은 것이다. 이미 침례를 받은 여섯 사람이 참여하였다. 이 사람들은
만장일치의동의로써하나님의명에따라교회를조직할소망과결심을나타
내었다(제20편 참조). 또한 그들은 조셉 스미스 이세와 올리버 카우드리를 교
회의 감리역원으로 받아들이고 지지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러고 나서 조셉은
안수로써 올리버 카우드리를 교회의 장로로 성임하였고, 마찬가지로 올리버



47 교리와 성약 21:1~9

1~3, 조셉 스미스는 선견자, 번역자,
선지자, 사도 및 장로가 되도록 부름
을받음. 4~8, 그의말은시온의대업
을 인도할 것임. 9~12, 성도들은 그
가 보혜사로 말미암아 말할 때 그의
말을믿을것임.

보라, 너희가운데계속해나가는
ㄱ기록이 있을지니, 그 가운데

서 너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ㄴ선견자, 번역자, 선지자, 예수 그리
스도의 ㄷ사도, 교회의장로라일컬음
을받고,

2 성신의 ㄱ감동을 받아 그 기초를
놓으며 지극히 거룩한 신앙을 위하
여이를쌓아올릴지니라.

3 이 ㄱ교회는 너희 주의 일천팔백
삼십년 넷째 달 곧 사월이라 하는 그
달의 여섯째 날에 ㄴ조직되고 설립되
었느니라.

4 그런즉 교회를 뜻하는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ㄱ거룩하게 걸으며,
그가 받는 대로 너희에게 주게 될 그
의 모든 ㄴ말과 계명에 주의를 기울

일지니,
5 무릇모든인내와신앙으로그의

ㄱ말을 마치 내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것같이받아들일지니라.

6 이는 이 일을 행함으로써 ㄱ지옥
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
그러하도다. 주 하나님이 너희 앞에
서 ㄴ흑암의 권세를 흩어버리고 너희
유익과또자기이름의 ㄷ영광을위하
여하늘을 ㄹ진동하게할것임이니라.

7 이는이같이주하나님이말함이
라. 그에게 내가 영감을 주어 선을
위하여 큰 권능으로 ㄱ시온의 대업을
밀고 나아가게 하였고, 또 그의 부지
런함을 내가 알며 그의 기도를 내가
들었느니라.

8 그러하도다. 시온을위하여그가
우는것을내가보았으니, 더이상그
가 시온으로 인하여 슬퍼하지 않게
하리라. 이는 그의 ㄱ죄 사함으로 또
그의 일에 임하는 나의 복을 나타냄
으로 그의 기뻐하는 날이 이르렀음
이니라.

9 이는 보라, 나는 나의 ㄱ포도원에
서 일하는 자 모두에게 큰 축복으로

21 1ㄱ 교성 47:1; 
69:3~8; 85:1.

ㄴ 안내선견자.
ㄷ 안내사도.

2ㄱ 안내영감, 영감을 주다.
3ㄱ 안내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ㄴ 교성 20:1.

4ㄱ 안내거룩함.
ㄴ 안내경전.

5ㄱ 교성 1:38. 
안내지지함, 교회
지도자를; 선지자.

6ㄱ 마 16:18; 
교성 10:69.

ㄴ 골 1:12~13.

ㄷ 안내영광.
ㄹ 교성 35:24.

7ㄱ 안내시온.
8ㄱ 교성 20:5~6.
9ㄱ 안내포도원, 주의.

도조셉을성임하였다. 성찬을베푼후에조셉과올리버는참여자에게성신을
부여하고교회회원으로확인하기위하여참여자한사람한사람에게안수하
였다.



ㄴ복을 내릴 것이요 그들은 보혜사에
의하여 나를 통하여 그에게 주어진
그의 말을 믿게 될 것임이니, ㄷ보혜
사는 예수가 ㄹ세상의 죄를 위하여,
참으로, ㅁ통회하는 마음의 죄 사함
을위하여 ㅂ죄많은사람들에의하여
ㅅ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ㅇ나타내느
니라.

10 그런즉그가너곧나의사도올
리버 카우드리에게 ㄱ성임 받는 것이
내게필요하도다.

11 이것은 네게 주는 의식이니, 너
는 그의 손으로 성임된 장로요, 그는
네게 ㄱ첫째가 되나니 이는 너로 내
이름을 가진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장로가되게하려함이요－

12 또교회에그리고세상앞에, 참
으로 이방인들 앞에 이 교회의 첫 설
교자가 되게 하려 함이요, 그뿐 아니
라 이같이 주 하나님이 이르노니, 보
라, 보라! 또한 ㄱ유대인에게도 첫 설
교자가되게하려함이니라. 아멘.

48교리와 성약 21:10~22:4

9ㄴ 니전 13:37; 
야곱 5:70~76.

ㄷ 안내보혜사.
ㄹ 요1 2:2. 

안내세상－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ㅁ 안내상한 마음.
ㅂ 안내죄.
ㅅ 안내십자가에 달림.
ㅇ 안내증언하다.

10ㄱ 안내성임하다, 성임.

11ㄱ 교성 20:2.
12ㄱ 니전 13:42; 

교성 19:27; 90:8~9.
22 1ㄱ 히 8:13; 

3니 12:46~47.
ㄴ 교성 66:2. 

안내성약;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2ㄱ 갈 2:16. 
안내모세의 율법.

ㄴ 모로 8:23~26.

4ㄱ 마 7:13~14; 
눅 13:24; 
니후 9:41; 31:9, 17~18;
3니 14:13~14.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

ㄴ 야곱 4:10.

이 없나니, 이는 너희가 ㄱ모세의 율
법으로써나 너희 ㄴ죽은 행실로써는
좁은문으로들어갈수없음이니라.

3 무릇 내가 이 마지막 성약과 이
교회가 실로 옛날과 같이 나를 위하
여 세워지게 한 것은 너희의 죽은 행
실까닭이니라.

4 그런즉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그 ㄱ문으로 들어가고 너희 하나님을
권고하려ㄴ하지말라. 아멘.

1, 침례는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임.
2~4, 권세 있는자의침례가요구됨.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일에 있어서 모든 옛 ㄱ성약

을 내가 폐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것은 새롭고도 ㄴ영원한 성약이니,
곧태초부터있던것이니라.

2 그런즉 사람이 일백 번 침례 받
는다 할지라도 그에게 아무런 효력

제 22 편

1830년4월뉴욕주맨체스터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를통하여주신계시(교
회사 1:79~80). 이 계시가 교회에 주어진 것은 이전에 이미 침례 받은 사람들
이재침례없이교회에가입하기원한데따른것이다.



49 교리와 성약 23:1~7

1~7, 이들 초기의 제자들은 전파하
고 권면하며 교회를 강화하도록 부
름을받음.

보라, 내가 너 올리버에게 몇 마
디 말하노라. 보라, 너는 복이

있고 아무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하도
다. 그러나 네가 ㄱ유혹에 들지 아니
하도록ㄴ교만을조심하라.

2 교회에 그리고 또한 세상 앞에
네부름을알게하라. 그리하면네마
음이 열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진
리를전파하게되리라. 아멘.

3 보라, 내가 너 하이럼에게 몇 마
디말하노라. 무릇너도또한아무정
죄 아래 있지 아니하며 네 마음이 열
려 있고 네 혀가 풀려 있나니, 네 부
름은 권면하며 끊임없이 교회를 ㄱ강
화하는 것이니라. 그런즉 네 의무는
영원히 교회에 있나니, 이는 네 가족
으로말미암느니라. 아멘.

4 보라, 내가너 ㄱ새뮤얼에게몇마
디말하노라. 무릇너도또한아무정

죄 아래 있지 아니하나니, 네 부름은
권면하며 교회를 강화하는 것이니
라. 그리고너는아직은세상앞에전
도하도록부름을받지아니하였느니
라. 아멘.

5 보라, 내가 너 조셉에게 몇 마디
말하노라. 무릇 너도 또한 아무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하나니, 네 부름도 역
시 권면하고 교회를 강화하는 것이
니라. 그리고 이것이 이제로부터 영
원토록네의무니라. 아멘.

6 보라, 나는 너 조셉 나이트에게
이러한 말로 나타내어 보이노니, 너
는 네 ㄱ십자가를 져야 하느니라. 그
리함에있어, 너는은밀하게할뿐아
니라 세상 앞에서, 또 네 가족 안에
서, 그리고네친구들가운데서, 그리
고 모든 곳에서 ㄴ소리 내어 ㄷ기도하
여야하느니라.

7 또 보라, 참된 교회와 ㄱ연합하고
네 말로써 끊임없이 권면함이 네 의
무이니, 그리하여 너로 일꾼의 삯을
받게하려함이니라. 아멘.

23 1ㄱ 안내유혹하다, 유혹.
ㄴ 안내교만.

3ㄱ 교성 81:4~5; 108:7.
4ㄱ 조역 1:4.

6ㄱ 마 10:38; 
3니 12:30.

ㄴ 교성 20:47, 51.
ㄷ 안내기도.

7ㄱ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필수적임.

제 23 편

1830년 4월 뉴욕 주 맨체스터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올리버 카우
드리, 하이럼스미스, 새뮤얼에이치스미스, 조셉스미스일세및조셉나이트
일세에게주신계시(교회사1:80). 거명된다섯사람이각자의의무에대해알
기를간절히원한결과선지자는주께물었고이계시를받았다.

제 24 편

1830년 7월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



1~9, 조셉 스미스는 번역하며 전파
하며 경전을 해설하도록 부름 받음.
10~12, 올리버 카우드리는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름 받음. 13~19, 기적,
저주하는 일, 발의 먼지를 털어 버리
는 일 그리고 전대나 배낭 없이 나아
감에관한법이계시됨.

보라, 너는몰몬경을기록하도록
그리고나의성역을베푸는일

에 부름을 받고 택함을 입었나니, 내
가 너를 들어 너의 고난에서 건져내
고 너를 지도하였으므로 네가 너의
모든 원수에게서 구출되었고 또 네
가 사탄의 권세와 암흑에서 구출되
었도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의
ㄱ범법을변명할수없느니라. 그러할
지라도 네 길을 가고 다시는 죄를 범
하지말라.

3 네 직분을 ㄱ영화롭게 하라. 그리
고 네 밭에 씨를 뿌리고 그것을 안전
하게 한 후에 ㄴ콜스빌, 페이에트 그
리고 맨체스터에 있는 교회로 속히
가라. 그리하면그들이너를 ㄷ부양할
것이요, 나는 영적으로나 현세적으

로도그들을축복하리라.
4 그러나만일그들이너를영접하

지 아니하면, 나는 그들에게 축복 대
신에저주를보내리라.

5 또너는나의이름으로하나님을
부르는일과, ㄱ보혜사로말미암아네
게 주어지는 것을 기록하는 일과, 교
회 회원에게 모든 경전을 해설하는
일을계속할지니라.

6 그리고 네가 ㄱ말하고 기록해야
할 그것은 바로 그 순간에 네게 주어
질 것이요, 그들은 이를 들을지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그들에게 축
복대신저주를보내리라.

7 무릇 너는 너의 모든 ㄱ봉사를 시
온에 바칠지니, 이 일에 너는 힘을
가지리라.

8 ㄱ고난 중에 ㄴ인내하라. 이는 네
가많은고난을겪게될것임이라, 그
러나 이를 ㄷ견디라. 이는, 보라, 내가
참으로네생애의 ㄹ끝날까지너와함
께있을것임이니라.

9 그리고너는현세적인일에힘을
갖지 못하리니. 이것은 네 부름이 아
닌 까닭이니라. 네 ㄱ부름을 수행하
라. 그리하면 네 직분을 영화롭게 하

50교리와 성약 24:1~9

24 2ㄱ 교성 1:31~32.
3ㄱ 야곱 1:19; 2:2.
ㄴ 교성 26:1; 37:2.
ㄷ 교성 70:12.

5ㄱ 안내보혜사.
6ㄱ 출 4:12; 

마 10:19~20; 
눅 12:11~12; 
힐 5:18~19; 
교성 84:85; 100:5~8;
모세 6:32.

7ㄱ 안내섬김.

8ㄱ 안내역경.
ㄴ 안내인내.
ㄷ 안내견디다.
ㄹ 마 28:20.

9ㄱ 안내청지기, 
청지기 직분.

드리에게 주신 계시(교회사 1:101~103). 교회가 조직된 지 사 개월이 채 지나
지 아니하였으나 박해가 심해졌고, 지도자들은 잠시 은거하여 안전을 도모하
지않을수없었다. 다음세편의계시는이때에그들을강화하고격려하며가
르치기위하여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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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모든 경전을 해설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갖게 되리라. 그리고 교회를
안수하며확인하는일을계속하라.

10 그리고 네 형제 올리버는 세상
앞에서와 또한 교회에 내 이름을 증
거 하기를 계속할지니라. 또 그는
나의 대업을 수행함에 있어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줄로 여기지 말지니
라. 보라, 내가 끝까지 그와 함께 있
느니라.

11 그는 약하거나 강하거나 속박
되어 있거나 자유롭거나 내 안에서
영광을 얻을 것이요, 스스로는 얻지
못하리니,

12 언제 어디서나 그는 입을 열어
밤낮으로 ㄱ나팔소리처럼 내 복음을
ㄴ선포할지니라. 그리하면 나는 사람
들 가운데 알려져 있지 아니한 그러
한힘을그에게주리라.

13 내가너희에게 ㄱ명할때이외에
는, ㄴ악마를 ㄷ쫓아내거나 병든 자를
ㄹ고치거나 독사에 대해서나 사망에
이르는 ㅁ독에 대한 일을 제외하고는
ㅂ기적을요구하지말라.

14 그리고 이를 바라는 자들이 너
희에게 요구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
ㄱ일들을너희가행하지말지니, 이는
경전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

는 기록된 바에 따라 너희가 행해야
할것임이니라.

15 너희가 어떠한 곳에 ㄱ들어가든
지 그들이 내 이름으로 너희를 영접
하지 아니하거든, 증거로서 그들을
대하여너희발의 ㄴ먼지를털어버리
고 길가에서 너희 발을 깨끗이 함으
로써축복대신저주를남길지어다.

16 그리고 이렇게 되리니, 누구든
지 폭력으로 너희에게 손을 대는 자
에게 너희는 내 이름으로 치심을 당
할 것을 명할지니라. 그리하면 보라,
나의 정한 때에 너희 말을 좇아 내가
그들을치리라.

17 또 누구든지 너를 법에 고소하
는자는법으로저주받으리라.

18 또너는 ㄱ전대나배낭이나지팡
이나 두 벌 겉옷을 가지고 가지 말지
니, 너에게 음식으로나 의복으로나
신으로나돈으로나배낭으로필요한
것을 바로 그 시각에 교회가 네게 줄
것임이니라.

19 이는 네가 실로 마지막으로 내
포도원의 ㄱ가지를 크게 치도록 부름
을 받았음이요, 뿐만 아니라 네가
ㄴ성임한자들도모두그러하니, 그들
도이예를따라행할지니라. 아멘.

12ㄱ 교성 34:6.
ㄴ 안내전파하다.

13ㄱ 니전 17:50.
ㄴ 안내영－악한 영들.
ㄷ 막 16:17.
ㄹ 안내병 고치다, 병 고침.
ㅁ 행 28:3~9; 

교성 84:71~72;
124:98~99.

ㅂ 안내기적; 표적.

14ㄱ 안내병자 축복.
15ㄱ 마 10:11~15.

ㄴ 막 6:11; 
눅 10:11; 
교성 60:15; 
75:19~22; 99:4~5.

18ㄱ 마 10:9~10; 
눅 10:4; 
교성 84:78~79.

19ㄱ 야곱 5:61~74; 

교성 39:17; 71:4.
ㄴ 안내성임하다, 성임.



1~6, 택함을 받은 여인 에머 스미스
는 자기 남편을 돕고 위로하도록 부
름을 받음. 7~11, 그는 또한 기록하
며 경전을 해설하며 찬송가를 선정
하도록 부름을 받음. 12~14, 의인의
노래는주께기도가됨. 15~16, 이계
시에 들어 있는 순종의 원리는 만인
에게적용됨.

내딸 에머 스미스여, 내가 네게
말하는동안주네하나님의음

성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진실로 내
가 네게 이르노니, 내 복음을 ㄱ받아
들이는자는모두내 ㄴ왕국에서아들
이요딸이됨이니라.

2 나의 뜻에 관한 계시를 내가 네
게주노니, 만일네가충실하고내앞
에서 ㄱ유덕한 길을 ㄴ걸으면, 나는 네
생명을 보전할 것이요, 너는 시온에
서ㄷ기업을받으리라.

3 보라, 네 ㄱ죄는사함을받았고너
는 택함을 받은 여인이니, 곧 내가
ㄴ부른자니라.

4 네가 보지 못한 것들로 인해 불
평하지 말라. 이는 그것들을 네게 그

리고 세상에 보이지 않게 한 것은 장
차임할때를위한내안에있는지혜
가됨이니라.

5 네 부름의 직분은 네 남편 나의
종 조셉 스미스 이세가 고난 중에 있
을 때 온유한 심령과 위안의 말로 그
를ㄱ위로하는일이될지니라.

6 또 그가 갈 때에는 그와 함께 가
고, 그를위한서기될사람이아무도
없는 동안에는 그에게 서기가 되어,
나의 종 올리버 카우드리를 내가 원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보낼 수 있도
록할지니라.

7 또 너는 그의 손으로 ㄱ성임되어
나의 영이 네게 주는 바에 따라 경전
을 해설하며 교회 회원을 권면할지
니라.

8 이는, 그가네게 ㄱ안수하리니, 그
리하면 너는 성신을 받을 것이요, 기
록하며 많은 것을 배우는 데 네 시간
을쏟게될것임이니라.

9 또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나
니, 이는네남편이교회안에서너를
떠받쳐 줄 것임이라. 이는 무엇이든
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그들의 신

52교리와 성약 25:1~9

25 1ㄱ 요 1:12. 
안내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ㄴ 안내하나님의 왕국 또는
천국.

2ㄱ 안내덕.
ㄴ 안내걷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ㄷ 교성 52:42; 64:30;

101:18. 
안내시온.

3ㄱ 마 9:2.
ㄴ 안내부르다,

하나님에게서 부름

받은, 부름.
5ㄱ 안내긍휼.
7ㄱ 또는 성별하다. 

안내성별.
8ㄱ 안내손, 안수.

제 25 편

1830년 7월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시(교회사1:103~104). (제24편머리말참조.) 이계시는선지자의아내에머
스미스에대한주의뜻을나타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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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에 따라 그들에게 ㄱ계시되게 하려
는 것이 그들에 대한 그의 ㄴ부름인
까닭이니라.

10 그리고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
노니, 이 ㄱ세상의 ㄴ것들을 제쳐 두고
더나은것을ㄷ추구할지니라.

11 또한 네게 주어지는 대로, 나의
교회에서 사용하게 될 거룩한 ㄱ찬송
가를 선정하는 일이 네게 맡겨지리
니, 이는나를기쁘게하는일이니라.

12 이는 나의 영혼이 ㄱ마음의 ㄴ노
래를 기뻐함이라, 그러하도다. 의인
의 노래는 내게 기도가 되나니, 그들
의머리위에축복으로응답하리라.

13 그런즉네마음을고양시키고기
뻐하며, 네가맺은성약에충실하라.

14 ㄱ온유한 심령 안에 거하고, ㄴ교
만을 조심하라. 네 영혼은 네 남편과
또그에게임할영광을기뻐할지어다.

15 끊임없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ㄱ의의 ㄴ면류관을 너는 받
게되리라. 또네가이를행하지아니
하면, 내가 있는 곳에 너는 ㄷ올 수 없
느니라.

16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
노니, 이것은 모두에게 주는 나의
ㄱ음성이니라. 아멘.

9ㄱ 안내예언하다, 예언;
계시.

ㄴ 안내부르다,
하나님에게서 부름
받은, 부름; 선지자.

10ㄱ 안내세상적인 것.
ㄴ 안내탐내다; 부.
ㄷ 이더 12:4.

11ㄱ 안내찬송가.
12ㄱ 안내마음.

ㄴ 대상 16:9. 
안내노래하다.

14ㄱ 안내온유한, 온유.
ㄴ 안내교만.

15ㄱ 안내의로운, 의로움.
ㄴ 안내면류관; 승영.
ㄷ 요 7:34.

16ㄱ 교성 1:38.
26 1ㄱ 안내경전－경전의

가치.

ㄴ 교성 24:3; 37:2.
2ㄱ 삼상 8:7; 

모사 29:26. 
안내만장일치.

필요한 대로 그 땅에서 너희의 노동
을 수행하는 일에 너희의 시간을 바
칠지니라. 그러고 나면 또 너희가 해
야할바가알려지리라.

2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은
많은 기도와 신앙으로써 ㄱ만장일치
로 행해져야 하나니, 이는 모든 일을
너희가 신앙으로써 받아야 할 것임
이니라. 아멘.

1, 그들은 경전을 연구하고 전도할
것을 가르침 받음. 2, 만장일치의 법
이확인됨.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경전을 ㄱ연구하는 일

과전도하는일과 ㄴ콜스빌에있는교
회를 확인하는 일과 또 다음 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서부로 갈 때까지

제 26 편

1830년 7월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 올리버 카우드
리및존휘트머에게주신계시(교회사1:104). (제24편머리말참조.)



1~4, 성찬을 취하는 데 사용될 상징
물이설명됨. 5~14, 그리스도와모든
경륜의 시대의 그의 종들은 성찬을
취하게 될 것임. 15~18, 하나님의 전
신갑주를입으라.

너희주, 너희 하나님, 그리고 너
희 구속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의 말은
ㄱ살아있고활력이있느니라.

2 대저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너희가 ㄱ성찬을 취할 때 너희
를 위하여 버린 내 몸과 너희 ㄴ죄 사
함을위하여흘린내 ㄷ피를아버지께
기념하면서－내 ㄹ영광만을 전념하
여 구하면서 행할진대, 너희가 무엇
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문제가
되지아니하느니라.

3 그런즉 한 가지 계명을 내가 너
희에게 주노니, 너희 원수에게서 포
도주나 독한 음료를 구입하지 말지
니라.

4 그런즉너희가운데서, 그러하도
다, 지상에세워질이내아버지의왕

국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
거든, 너희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지
니라.

5 보라,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지혜
니, 그런즉기이히여기지말라. 이는
내가지상에서너희와더불어또 ㄱ모
로나이와 더불어 포도나무 열매를
ㄴ마실시간이이름이니라. 그는내가
너희에게보내어나의영원한복음의
충만함이실려있는몰몬경을드러내
게 한 자요, 내가 에브라임의 ㄷ막대
기의기록의열쇠를맡긴자니라.

6 또한 ㄱ일라이어스와 더불어 마
시리니, 그는 내가 마지막 날에 관하
여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모든 거룩
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한 만유의 회
복이있게하는열쇠를맡긴자니라.

7 또한사가랴의아들요한으로더
불어 마시리니, 이 사가랴는 그ㄱ(일
라이어스)가 방문하여, 그가 아들을
얻을것이니그이름을 ㄴ요한이라할
것과 그가 일라이어스의 영으로 충
만하게되리라는약속을준자니라.

8 이 요한을 내가 너희 나의 종 조

54교리와 성약 27:1~8

27 1ㄱ 힐 3:29; 
교성 6:2.

2ㄱ 안내성찬.
ㄴ 안내죄 사함.
ㄷ 안내피.
ㄹ 안내영광.

5ㄱ 조역 1:30~34.
ㄴ 마 26:29; 

막 14:25; 
눅 22:18.

ㄷ 겔 37:16. 
안내에브라임－

에브라임 또는 요셉의
막대기.

6ㄱ 안내일라이어스.
7ㄱ 눅 1:17~19;
ㄴ 눅 1:13; 

교성 84:27~28.

제 27 편

1830년8월펜실베이니아주하모니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에게주신계시(교
회사 1:106~108). 떡과 포도주의 성찬이 베풀어질 한 종교적인 모임을 준비하
려고조셉은포도주를구하러출발했다. 그는하늘의사자를만나이계시를받
았는데, 이계시의일부분은그때기록되었으며, 나머지것은다음달인9월에
기록되었다. 지금교회의성찬예배에서는포도주대신물이사용되고있다.



55 교리와 성약 27:9~18

셉 스미스 이세와 올리버 카우드리
에게보내어너희가받은첫 ㄱ신권에
너희를 성임하게 하였나니, 이는 너
희로 ㄴ아론과 같이 부르심을 받고
ㄷ성임받게하려함이었느니라.

9 또한 ㄱ엘리야로 더불어 마시리
니, 온땅이저주로치심을당하지않
게하도록아버지들의마음을자녀들
에게돌이키게하고자녀들의마음을
아버지들에게 ㄴ돌이키게 하는 권능
의열쇠를내가그에게맡겼느니라.

10 그리고 또한 너희의 조상 요셉
과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으로 더
불어마시리니, 그들로말미암아 ㄱ약
속들이남아있느니라.

11 또한 미가엘 곧 모든 자의 조상
이요 모든 자의 왕자요 옛적부터 있
던자ㄱ아담으로더불어마시리라.

12 또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으로 더불어 마시리니,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보내어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ㄱ성임하고 너희를 확인
하여 ㄴ사도와 나의 이름의 특별한
ㄷ증인이되게하고너희성역과내가
그들에게 계시한 것과 같은 것의 열

쇠를지니게하였느니라,
13 너희에게내가나의왕국의 ㄱ열

쇠와 ㄴ마지막 때를 위한 그리고 ㄷ충
만한때를위한 ㄹ복음의 ㅁ경륜을 ㅂ맡
겼으니, 이때에 나는 하늘에 있거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ㅅ하나로 모
으리라.

14 또한 내 아버지께서 세상 중에
서 내게 ㄱ주신 모든 자로 더불어 마
시리라.

15 그런즉 너희 마음을 들고 기뻐
하라. 또너희허리를동이고나의전
신 ㄱ갑주를입으라. 그리하여너희가
악한 날을 견딜 수 있게 하고, 모든
일을 행하고 너희가 능히 ㄴ설 수 있
게하라.

16 그러므로서서 ㄱ진리로너희허
리를 ㄴ동이고, ㄷ의의 ㄹ가슴판을붙이
고, 내가 나의 ㅁ천사들을 보내어 너
희에게 맡긴 ㅂ평화의 복음의 준비로
너희발에신을신으라.

17 악한자의모든 ㄱ불화살을능히
끌수있는신앙의방패를가지고,

18 구원의 투구와 내가 너희에게
부어 줄 내 영의 검과 내가 너희에게

8ㄱ 교성 13:1. 
안내아론 신권.

ㄴ 출 28:1~3, 41; 
교성 107:13.

ㄷ 안내성임하다, 성임.
9ㄱ 왕상 17:1~22; 

왕하 1~2; 
교성 2:1~3; 110:13~16; 
조역 1:38~39. 
안내엘리야; 계보.

ㄴ 안내계보.
10ㄱ 안내아브라함의 성약.
11ㄱ 안내아담.
12ㄱ 조역 1:72. 

안내멜기세덱 신권.
ㄴ 안내사도.
ㄷ 행 1:8.

13ㄱ 안내열쇠, 신권의.
ㄴ 야곱 5:71; 

교성 43:28~30.
ㄷ 엡 1:9~10; 

교성 112:30; 124:41.
ㄹ 안내복음.
ㅁ 안내경륜의 시대.
ㅂ 마 16:19.
ㅅ 교성 84:100.

14ㄱ 요 6:37; 17:9, 11; 
3니 15:24; 

교성 50:41~42; 84:63.
15ㄱ 롬 13:12; 

엡 6:11~18.
ㄴ 말 3:2; 

교성 87:8.
16ㄱ 안내진리.

ㄴ 사 11:5.
ㄷ 안내의로운, 의로움.
ㄹ 사 59:17.
ㅁ 교성 128:19~21.
ㅂ 니후 19:6.

17ㄱ 니전 15:24; 
교성 3:8.



계시하는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든
지 너희가 내게 구하는 모든 일에 대
해 뜻이 하나가 되어 내가 올 때까지

1~7, 조셉 스미스는 비밀의 열쇠를
지녔고, 그만이 교회를 위하여 계시
를 받음. 8~10, 올리버 카우드리는
레이맨인에게 전도해야 함. 11~16,
사탄이 하이럼 페이지를 속였고 그
에게거짓계시를주었음.

보라, 내가너 ㄱ올리버에게이르
노니, 내가 준 계시들과 계명

들에 관하여 네가 ㄴ보혜사로 말미암
아 ㄷ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교회가 듣게 되는 일이 네게 허락되
리라.

2 그러나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
가 네게 이르노니, 나의 종 ㄱ조셉 스
미스이세이외에는 ㄴ아무도이교회
에서 계명들과 계시들을 받도록 임
명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모세
처럼그러한것들을받음이니라.

3 그러한즉 너는 참으로 ㄱ아론과
같이 내가 그에게 주는 것에 순종하
여교회에권능과 ㄴ권세를가지고계
명들과계시들을충실하게선포할지
어다.

4 또 만일 어느 때든지 보혜사에
의해 인도되거나, 또는 언제든지 계
명에 의해 교회에 ㄱ말하거나 가르치
도록 인도된다면,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느니라.

5 그러나 너는 계명으로 기록하지
말고다만지혜로기록할지니라.

6 그리고너는너의우두머리가되
며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는 자에게
명령하지말지니,

7 이는 내가 그 대신 다른 자를 그
들에게 정해 줄 때까지 ㄱ비밀의 ㄴ열
쇠와 인봉된 계시의 열쇠를 그에게
주었음이니라.

충실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ㄱ붙들려
올려져내가있는곳에너희도 ㄴ또한
있게되리라. 아멘.

56교리와 성약 28:1~7

18ㄱ 니전 13:37; 교성 17:8.
ㄴ 요 14:3.

28 1ㄱ 교성 20:3.
ㄴ 안내보혜사.
ㄷ 안내가르치다, 교사－

영으로 가르침.

2ㄱ 니후 3:14~20. 
안내스미스, 조셉, 이세.

ㄴ 교성 35:17~18; 43:4.
3ㄱ 안내아론, 모세의 형제.
ㄴ 안내권세.

4ㄱ 출 4:12~16; 

교성 24:5~6.
7ㄱ 안내하나님의 비밀.
ㄴ 교성 64:5; 84:19.

제 28 편

1830년 9월 뉴욕 주 페이에트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올리버 카우
드리에게 주신 계시(교회사 1:109~111). 교회 회원인 하이럼 페이지는 어떤
돌 하나를 가지고 있어서 그 도움으로 시온의 건설과 교회의 질서에 관하여
계시를 받고 있다고 공언하였다. 몇몇 회원은 이 주장에 미혹되었고 올리버
카우드리조차도이에그릇된영향을받았다. 지정된대회직전에선지자는이
문제에관하여주께간절히물었고이계시가뒤따랐다.



57 교리와 성약 28:8~16

8 그리고 이제 보라, 내가 네게 이
르노니, 너는 ㄱ레이맨인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나의 ㄴ복음을 전파할지니,
그들이 너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만큼, 너는 그들 가운데 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할지니라. 또 너는 여러 계
시를 받게 될 것이나, 이를 계명으로
기록하지말지니라.

9 그리고 이제 보라, 내가 네게 이
르노니, ㄱ시온 ㄴ성이 어디에 세워질
지는계시되지아니하였고아는사람
은 아무도 없으나, 이후에 주어지리
라. 보라, 내가네게이르노니, 그것은
레이맨인과가까운변경이되리라.

10 너는 대회가 끝날 때까지 이 곳
을떠나지말것이며, 나의종조셉은
대회를 감리하도록 대회의 지지로
임명되어야 할 것이요, 그가 네게 이
르는것을너는고할지니라.

11 그리고또, 너는네형제하이럼
페이지와 단 둘이 ㄱ따로 만나 그가

1~8,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택한
자를 모으심. 9~11, 그의 오심으로
복천년이 시작됨. 12~13, 십이사도
가 모든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임.
14~21, 재림에앞서표적, 역병, 황폐

가 있을 것임. 22~28, 마지막 부활과
최후의 심판이 복천년 후에 있음.
29~35, 주께는 모든 것이 영적임.
36~39, 악마와 그의 무리는 하늘에
서 쫓겨나 사람을 유혹하게 되었음.

그 돌에서 취하여 기록한 것은 나에
게서말미암은것이아니요, ㄴ사탄이
그를ㄷ속이는것임을말하라.

12 이는 보라, 이러한 일은 그에게
지명되지 아니하였고, 교회의 성약
에 반하여서는 여하한 일도 이 교회
의 누구에게도 지명되지 아니할 것
임이니라.

13 이는 모든 일은 질서 있게 그리
고교회안에서 ㄱ만장일치로, 신앙의
기도로써행해져야함이니라.

14 그리고 너는 레이맨인 가운데
로 네 여행을 떠나기 전에 교회의 성
약에 따라 이 모든 일이 해결되도록
도울지니라.

15 그리하면 네가 갈 때부터 돌아
올 때까지 네가 행해야 할 바가 네게
ㄱ주어지리라.

16 또너는어느때든지네입을열
어 기쁨에 찬 소리로 내 복음을 선포
해야하느니라. 아멘.

8ㄱ 니후 3:18~22; 
교성 30:5~6; 32:1~3.

ㄴ 교성 3:19~20.
9ㄱ 교성 52:42~43. 

안내시온.
ㄴ 교성 57:1~3.

11ㄱ 마 18:15.
ㄴ 계 20:10.

ㄷ 교성 43:5~7.
13ㄱ 안내만장일치.
15ㄱ 니후 32:3, 5.

제 29 편

1830년9월뉴욕주페이에트에서여섯장로가모인자리에서선지자조셉스
미스를통하여주신계시(교회사1:111~115). 이계시는1830년9월26일시작
되는대회에며칠앞서주신것이다.



40~45, 타락과 속죄가 구원을 가져
옴. 46~50, 어린아이는 속죄를 통하
여구속됨.

너희구속주요위대한 ㄱ자존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ㄴ자비하신그의팔이너희
죄를ㄷ속죄하였느니라.

2 그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
래 모음같이 자기 백성 곧 나의 음성
에 귀 기울이며, 내 앞에서 자기를
ㄱ겸손히낮추며, 간절한기도로나를
부르는자마다ㄴ모으리라.

3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
에게 이르노라. 지금 너희 죄는 ㄱ사
함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
들을 받느니라. 그러나 기억할지니,
다시는죄를범하지말라. 범하면, 두
렵건대 위험이 너희에게 닥칠까 하
노라.

4 진실로내가너희에게이르노니,
너희는 ㄱ나팔소리와같이기쁨에찬
소리로 나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세
상에서택함을받았느니라.

5 너희마음을들어올리고즐거워
하라. 이는 내가 너희 ㄱ가운데 있고

아버지께 대한 너희의 ㄴ변호자가 됨
이니, 너희에게 ㄷ왕국을 줌은 그의
선하신뜻이니라.

6 또 기록된 바와 같이－무엇이든
지 너희가 나의 명에 따라 기도로
ㄱ단합하여 ㄴ신앙으로 ㄷ구하는 것은,
너희가받게되리라.

7 그리고 너희는 나의 ㄱ택함 받은
자의 ㄴ집합을 이루도록 부름을 받았
나니, 무릇나의택함을받은자는나
의 음성을 ㄷ듣고 그 ㄹ마음을 완악하
게하지아니하느니라.

8 그런즉 ㄱ환난과 황폐를 악인에
게 보내는 그 날을 대비하여 모든 일
에그들의마음을 ㄴ준비시키고, 준비
가 갖추어지도록 그들이 이 땅 위의
한곳에 ㄷ집합되게하라는법령이아
버지로부터나아갔느니라.

9 이는 땅이 무르익는 그 시각이
가까이 왔고 그 날이 곧 이를 것임이
니, 모든 ㄱ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ㄴ그루터기같이 되리라.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간악함이 지상에 있
지 못하도록 내가 그들을 ㄷ태워버리
리라.

10 이는 그 시각이 가까이 왔고 나

58교리와 성약 29:1~10

29 1ㄱ 안내스스로 있는 자.
ㄴ 안내자비로운, 자비.
ㄷ 안내속죄하다, 속죄.

2ㄱ 마 23:37; 
3니 10:4~6.

ㄴ 안내겸손한, 겸손.
3ㄱ 안내용서하다.
4ㄱ 앨 29:1~2; 

교성 19:37; 30:9.
5ㄱ 마 18:20; 

교성 6:32; 38:7;
88:62~63.

ㄴ 안내변호자.

ㄷ 안내하나님의 왕국 또는
천국.

6ㄱ 3니 27:1~2; 
교성 84:1.

ㄴ 막 11:24.
ㄷ 마 21:22; 요 14:13.

7ㄱ 막 13:20; 교성 84:34.
안내택하신 자.

ㄴ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집합.

ㄷ 앨 5:37~41.
ㄹ 안내마음.

8ㄱ 교성 5:19; 43:17~27.

ㄴ 교성 58:6~9; 78:7.
ㄷ 교성 45:64~66; 57:1.

9ㄱ 니후 20:33; 
3니 25:1. 
안내교만.

ㄴ 나 1:10; 말 4:1; 
니전 22:15, 23; 
조역 1:37.

ㄷ 교성 45:57; 63:34, 54;
64:24; 88:94;
101:23~25; 133:64. 
안내지구－지구가
깨끗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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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들이 ㄱ말한바가반드시이루
어져야 함이니, 이는 그들이 말한 대
로그렇게이루어질것임이라.

11 무릇 나는 권능과 큰 영광으로
하늘의 모든 ㄱ무리와 함께 하늘에서
나 자신을 나타내어 ㄴ천 년 동안 지
상에서 사람과 더불어 ㄷ의롭게 거하
리니, 악인이견디지못하리라.

12 그리고 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이르노니아버지의뜻으로
확고한 법령이 나아갔은즉, 내가 예
루살렘에서 성역을 베풀 때 나와 함
께 했던 나의 ㄱ사도들, 곧 십이사도
는 내가 ㄴ불기둥 가운데 오는 그 날
에내오른편에서리니, 의의옷을입
고, 그들의머리에면류관을쓰고, 나
와같은 ㄷ영광으로이스라엘의온집
곧 다름 아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을지킨모든자를ㄹ심판하리라.

13 이는한 ㄱ나팔이시내산에서와
같이길고크게울리리니, 온땅이진
동할것이요, 그들이 ㄴ나아올것임이
라－참으로, 내안에서 ㄷ죽은자들이
나아와서 의의 ㄹ면류관을 받고 ㅁ나
와 같은 옷을 입고 나와 함께 하리니
그리하여우리가하나가되리라.

14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
르노니, 이큰 ㄱ날이이르기전에 ㄴ해
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변할 것이
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더 큰
ㄷ표적들이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에있을것이요,

15 사람의무리가운데울며 ㄱ애곡
함이있을것이요,

16 큰 ㄱ우박이 내려 땅의 곡식을
멸하리라.

17 그리고 이렇게 되리니, 세상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ㄱ악인에게
ㄴ원수를 갚으리니 이는 그들이 회개
하려 아니함이라. 이는 나의 분노의
잔이가득찼음이니, 이는보라, 그들
이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나의
ㄷ피는 그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18 그런즉 나 주 하나님이 지면 위
에 파리를 보내리니, 그것들이 그 주
민들에게 달라붙어 그들의 살을 먹
으며, 그들 가운데 구더기가 생겨나
게하리라.

19 또 그들의 혀는 억제되어 나를
대적하여 ㄱ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
요, 그들의 살은 그들의 뼈에서 떨어

10ㄱ 안내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11ㄱ 조마 1:37.
ㄴ 안내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천년
통치; 복천년.

ㄷ 안내의로운, 의로움.
12ㄱ 안내사도.

ㄴ 사 66:15~16; 
교성 130:7; 133:41.

ㄷ 안내영광; 예수
그리스도－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ㄹ 마 19:28; 
눅 22:30; 
니전 12:9; 
몰 3:18~19.

13ㄱ 교성 43:18; 45:45.
ㄴ 교성 76:50.
ㄷ 교성 88:97; 133:56.
ㄹ 안내면류관; 승영.
ㅁ 교성 76:94~95;

84:35~39.
14ㄱ 안내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ㄴ 욜 2:10; 조마 1:33.

ㄷ 안내표적, 시대의.
15ㄱ 마 13:42.
16ㄱ 겔 38:22; 

계 11:19; 16:21.
17ㄱ 안내악한, 악함.

ㄴ 계 16:7~11; 
니후 30:10; 
조마 1:53~55. 
안내복수.

ㄷ 요1 1:7; 
앨 11:40~41; 
교성 19:16~18.

19ㄱ 슥 14:12.



지며, 그들의 눈은 그 안와에서 떨어
지리라.

20 또이렇게되리니, 숲의ㄱ짐승들
과공중의새들이그들을삼키리라.

21 그리고 온 땅의 ㄱ창녀인 저 크
고 ㄴ가증한교회는이러한일에대하
여 말한 선지자 에스겔의 입으로 이
야기된 바대로 ㄷ삼키는 화염에 의하
여 무너지리니, 이러한 일은 아직 이
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살아
있음같이 정녕 ㄹ반드시 이루어지리
라. 이는 가증한 것이 다스리지 못할
것임이니라.

22 그리고 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이르노니, ㄱ천년이끝나고
사람들이 또다시 그들의 하나님을
부인하기시작할때에나는땅을 ㄴ잠
시동안만그대로놓아두리라.

23 그리고 ㄱ끝이 오리니, 하늘과
땅은 소멸되어 ㄴ사라질 것이요, 새
하늘과ㄷ새땅이있게되리라.

24 이는 모든 낡은 것은 ㄱ사라지
고, 만물 곧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
든충만한것곧사람과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가 새로워질 것임
이니라.

25 또 ㄱ머리카락 하나, 티끌 한 점

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것이내손의작품인까닭이니라.

26 그러나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
에게 이르노니, 땅이 사라지기 전에
나의 ㄱ천사장 ㄴ미가엘이 그의 ㄷ나팔
을 울리리니, 죽은 자들이 그때 모두
ㄹ깨어나리라. 이는그들의무덤이열
리고 그들－참으로 모든 자가 ㅁ나아
올것임이니라.

27 그리고 ㄱ의인은 나의 ㄴ오른편
에 모여져 영생에 이를 것이요, 나의
왼편에 있는 악인은 내가 소유하기
를아버지앞에서부끄러워하리라.

28 그런즉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
를－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ㄱ떠나 ㄴ악마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ㄷ불 속으로 들어가라
하리라.

29 그리고이제, 보라, 내가너희에
게 이르노니, 결코 어느 때에도 내가
내 자신의 입으로 그들이 돌아와야
하리라 선포한 적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에게 권능이 없으므로 내가 있
는 ㄱ곳에그들이올수없음이니라.

30 그러나 나의 모든 심판이 사람
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함을 기억하
라. 그리고나의영의권능인나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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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ㄱ 사 18:6; 겔 39:17; 
계 19:17~18.

21ㄱ 계 19:2.
ㄴ 안내악마－악마의 교회.
ㄷ 욜 1:19~20; 2:3; 

교성 97:25~26. 
안내지구－ 지구가
깨끗하게 됨.

ㄹ 교성 1:38.
22ㄱ 안내복천년.

ㄴ 계 20:3; 교성 43:30~31;

88:110~111.
23ㄱ 마 24:14.

안내세상－세상의 끝.
ㄴ 마 24:35; 조마 1:35.
ㄷ 안내지구－지구의

마지막 상태.
24ㄱ 계 21:1~4.
25ㄱ 앨 40:23.
26ㄱ 안내천사장.

ㄴ 안내아담; 미가엘.
ㄷ 고전 15:52~55.

ㄹ 안내불멸의, 불멸; 부활.
ㅁ 요 5:28~29.

27ㄱ 안내의로운, 의로움.
ㄴ 마 25:33. 

안내심판, 마지막.
28ㄱ 마 25:41; 

교성 29:41.
ㄴ 안내악마.
ㄷ 교성 43:33.

29ㄱ 요 7:34, 교성 7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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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의 말씀으로 내가 창조한 무엇이
든지 ㄱ먼저 된 것이 나중 되고 나중
된것이먼저되리라한말이나의입
에서 나아간 대로 그와 같이 그 말이
이루어지리라.

31 무릇 내 영의 권능으로 내가 그
들을 ㄱ창조하되 참으로 ㄴ영적인 것
이나 현세적인 것을 막론하고 만물
을창조하였나니－

32 먼저는 ㄱ영적인것이요, 다음은
현세적인 것이니, 이는 나의 일의 시
작이니라. 그리고 또 먼저는 현세적
인것이요, 그다음은영적인것이니,
이는나의일의나중이니라－

33 너희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거니
와, 그러나 내게 있어서 나의 일은
ㄱ끝이없고시작도없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내게 물었고 또 뜻이 하
나가 되었으므로 너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너희에게주어지느니라.

34 그런즉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게 있어서 만물은 영적
이니라. 어느 때에라도 내가 너희에
게현세적인율법을주지아니하였나
니, 어떠한 사람에게나, 사람들의 자
녀에게나, 내가 창조한 너희의 조상
아담에게도주지아니하였느니라.

35 보라, 나는 그에게 자신의 ㄱ선

택의지를 행사하는 사람이 될 것을
허락하였고 또 그에게 계명을 주었
으나, 내가 그에게 아무 현세적인 계
명을 주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나의
ㄴ계명들은 영적인 까닭이니라. 그것
들은 육에 속한 것이거나 현세적인
것이 아니요, 육신에 속하거나 육욕
적인것도아니니라.

36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아담은 악
마의유혹을받고－이는보라, ㄱ악마
는 아담보다 먼저 있었음이라. 이는
그가나를 ㄴ거역하여이르기를, 당신
의 ㄷ존귀를 내게 주소서 하였음이니
이는 나의 ㄹ권능이니라. 또한 그가
ㅁ천군의 ㅂ삼분의 일을 그들의 ㅅ선택
의지로 인해 내게서 돌이켜 떠나게
하였나니,

37 이에 그들이 내어 던짐을 받았
고 이리하여 ㄱ악마와 그의 ㄴ사자가
생겨났느니라.

38 또 보라, 태초부터 그들을 위하
여 예비된 곳이 있으니, 그 곳은 곧
ㄱ지옥이니라.

39 또악마가사람의자녀들을 ㄱ유
혹함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라. 그
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스스로 선택
의지를 행사하는 자가 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ㄴ쓴 것을 결코 갖지 아
니하면, 단것을알수없음이라－

30ㄱ 마 19:30; 
니전 13:42.

31ㄱ 안내창조하다, 창조.
ㄴ 모세 3:4~5.

32ㄱ 안내영적 창조.
33ㄱ 시 111:7~8; 

모세 1:4.
35ㄱ 안내선택의지.

ㄴ 안내하나님의 계명.

36ㄱ 교성 76:25~26; 
모세 4:1~4.

ㄴ 안내천국 회의.
ㄷ 안내공경하다.
ㄹ 사 14:12~14; 

교성 76:28~29.
ㅁ 교성 38:1, 45:1. 

안내전세.
ㅂ 계 12:3~4.

ㅅ 안내선택의지.
37ㄱ 안내악마.

ㄴ 벧후 2:4; 유 1:6; 
모세 7:26, 
안내천사.

38ㄱ 안내지옥.
39ㄱ 모세 4:3~4. 

안내유혹하다, 유혹.
ㄴ 모세 6:55.



40 그리하여 이렇게 되었나니 악
마가 아담을 유혹하였고, 이에 그가
금단의 ㄱ열매를 따먹고 계명을 범하
였으니, 이로써 그는 악마의 뜻에
ㄴ복종하게되었느니라. 이는그가유
혹에넘어갔음이라.

41 그리하여 나 주 하나님은 그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그를 ㄱ에덴동산
에서, 나의면전에서 ㄴ쫓겨나게하였
나니, 이로써 그는 ㄷ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것이 첫째 사망
이니, 곧 내가 말하기를 너희 ㄹ저주
받은 자들아 떠나가라고 할 때 악인
에게 선포될 영적인 사망이요 마지
막ㅁ사망인바로그사망이니라.

42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
르노니, 나주하나님은아담과그씨
에게나의 ㄱ독생자의이름을믿는신
앙을 통한 ㄴ회개와 ㄷ구속을 그들에
게선포하도록나주하나님이 ㄹ천사
들을 보낼 때까지 그들이 현세적 사
망으로ㅁ죽지않게하였느니라.

43 또 이같이 나 주 하나님은 사람
에게ㄱ시험의날을정하였나니－이는
믿는자마다다육체적사망으로말미

암아 ㄴ불멸의몸으로 ㄷ일으킴을받아
ㄹ영생에이르게하려함이니라.

44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
원한 ㄱ정죄에이르리니, 이는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영적
타락에서구속받을수없음이니라,

45 이는 그들이 빛보다 오히려 어
둠을 사랑하고 그들의 ㄱ행위가 악하
므로, 그들이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
게서자신의ㄴ삯을받음이니라.

46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
르노니, ㄱ어린아이는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나의 독생자를 통하여
ㄴ구속함을받았느니라.

47 그런즉 그들은 죄를 지을 수 없
나니, 이는 그들이 내 앞에서 ㄱ책임
질 수 있게 되기 시작할 때까지는 어
린아이를 ㄴ유혹할 능력이 사탄에게
주어지지아니하였음이니라.

48 이는 나 자신이 좋게 여기는 바
를 좇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주어, 큰 일이 그들의 ㄱ아버지의 손
에요구되도록하였음이니라.

49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누구든지 지식을 가진 자이면

62교리와 성약 29:40~49

40ㄱ 창 3:6; 
모세 4:7~13.

ㄴ 니후 10:24; 
모사 16:3~5; 
앨 5:41~42.

41ㄱ 안내에덴.
ㄴ 안내아담과 이브의 타락.
ㄷ 안내사망, 영적.
ㄹ 교성 29:27~28;

76:31~39.
ㅁ 앨 40:26.

42ㄱ 모세 5:6~8.
ㄴ 안내회개하다, 회개.
ㄷ 안내구속하다,

구속받은, 구속.
ㄹ 앨 12:28~30.
ㅁ 니후 2:21. 

안내사망, 육체적.
43ㄱ 앨 12:24; 42:10.

ㄴ 모세 1:39. 
안내불멸의, 불멸.

ㄷ 안내부활.
ㄹ 안내영생.

44ㄱ 교성 19:7~12. 
안내정죄.

45ㄱ 요 3:18~20; 
교성 93:31~32.

ㄴ 모사 2:32~33; 

앨 3:26~27; 
5:41~42; 30:60.

46ㄱ 모로 8:8, 12; 
교성 93:38. 
안내아이, 아이들.

ㄴ 교성 74:7. 
안내구속하다,
구속받은, 구속.

47ㄱ 안내책임지다, 책임질
수 있는, 책임질 수 있음.

ㄴ 안내유혹하다, 유혹.
48ㄱ 교성 68:25.



63 교리와 성약 29:50~30:6

회개하기를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
느냐?

50 그리고 ㄱ이해력이 없는 자는,
기록된 대로 내가 행하도록 나에게

맡겨져 있느니라. 그리고 이제, 지금
은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선포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50ㄱ 교성 137:7~10. 
안내이해.

30 1ㄱ 안내휘트머,
데이비드.

ㄴ 행 5:29.
ㄷ 대하 16:7~9.

2ㄱ 교성 25:10.
3ㄱ 안내깊이 생각하다.
4ㄱ 안내베풀다; 섬김.
5ㄱ 안내휘트머, 피터, 이세.
ㄴ 교성 32:1~3.
ㄷ 교성 11:15.

ㄹ 안내권고; 지지함, 
교회 지도자를.

3 그런즉너는네스스로를위하여
내손에물으며, 네가받은것에대하
여 ㄱ깊이생각하도록버려둔바되었
느니라.

4 그리고 내가 네게 추후의 명령을
줄 때까지 네 가정은 네 아버지의 집
에 있게 할지어다. 그리고 너는 교회
안에서, 또세상앞에서, 그리고주변
지역에서ㄱ성역을베풀지니라. 아멘.

5 보라, 내가 너 ㄱ피터에게 이르노
니, 너는 네 형제 올리버와 함께 ㄴ여
행을 떠날지니, 이는 네가 입을 열어
내복음을선포함이내게필요한 ㄷ때
가 이르렀음이라. 그러므로 두려워
말고, 그가 네게 주게 될 것 곧 네 형
제의말과충고에ㄹ주의를기울이라.

6 그리고그의모든고난중에너도
고난을 겪으며, 그와 너의 구원을 위
하여 언제나 기도와 신앙으로 네 마

1~4. 데이비드 휘트머는 부지런히
봉사하지 않아 징계를 받음. 5~8, 피
터 휘트머 이세는 올리버 카우드리
와동반하여레이맨인에게선교하러
떠날 것. 9~11, 존 휘트머는 복음을
전파하도록부름을받음.

보라, 내가 너 ㄱ데이비드에게 이
르노니, 너는 사람을 ㄴ두려워

하였고 네가 마땅히 해야 할 대로 힘
을얻기위하여내게 ㄷ의지하지아니
하였도다.

2 오히려 네 마음은 너를 지은 자
인 나의 일과 네가 부름을 받은 성역
보다는 ㄱ땅의 일에 더 많이 있었고,
내영과네위에세움을입은자의말
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가
명하지아니한자들에게설득당하여
왔도다.

제 30 편

1830년 9월 뉴욕 주 페이에트에서 개최된 3일간의 대회 후 교회의 장로들이
헤어지기 전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데이비드 휘트머, 피터 휘트머
이세및존휘트머에게주신계시(교회사1:115~116). 본래이자료는세편의
계시로 출판되었는데 그것을 1835년판 교리와 성약에서 선지자가 한 편으로
묶었다.



음을 나에게 들어 올릴지어다. 이는
내가 ㄱ레이맨인 가운데 내 ㄴ교회를
세울권능을그에게주었음이니라.

7 그리고 교회 일에 관하여 그의
형제 조셉 스미스 이세를 제외하고
는 나는 누구도 교회 안에서 그의 조
언자를 그의 ㄱ위에 임명하지 아니하
였느니라.

8 그런즉이일들에주의를기울이
고 나의 계명 지키기에 부지런하라.
그리하면 너는 복을 받아 영생에 이
르게되리라. 아멘.

9 보라, 내가 너 나의 종 존에게 이
르노니, 이때부터 ㄱ나팔 같은 소리

1~6, 토머스 비 마쉬는 복음을 전파
하도록 부름을 받고 그의 가족의 안
녕을 확약 받음. 7~13, 그는 인내하
고 항상 기도하며 보혜사를 따를 것
을권고받음.

내아들 ㄱ토머스야, 나의 일을 믿
는 네 신앙으로 말미암아 너는

복이있도다.
2 보라, 너는 네 가족으로 말미암

아 많은 고난을 겪어 왔으나 그럼에
도불구하고나는너와네가족, 참으
로, 네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리니, 그
들이 믿으며 진리를 알며 내 교회 안
에서너와하나가될날이오느니라.

3 너는 마음을 들어 기뻐하라. 이
는 네 선교사업의 시각이 이르렀음
이라. 그리고네혀가풀리리니, 너는
이세대에게큰 ㄱ기쁨의즐거운소식
을선포할지니라.

로 나의 복음을 ㄴ선포하기 시작할지
니라.

10 또 너는 내가 이 곳에서 떠나라
고네게명할때까지네형제필립버
로스의 집과 그 주변 지역과 참으로,
네 말을 듣는 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
에서나일할지니라.

11 그리고 이제부터 네 온 수고는
시온에서 네 영혼을 다하여 행하는
것이되게할지니라. 참으로, 나의대
업을 위하여 언제나 네 입을 열고
ㄱ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ㄴ두려워 말
지니이는내가너와 ㄷ함께있음이니
라. 아멘.

64교리와 성약 30:7~31:3

6ㄱ 안내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ㄴ 교성 3:20; 49:24. 
안내레이맨인.

7ㄱ 교성 20:2~3.
9ㄱ 교성 33:2.

ㄴ 교성 15:6.
11ㄱ 사 51:7.

ㄴ 안내용기, 용기있는;
두려움.

ㄷ 마 28:19~20.
31 1ㄱ 안내마쉬, 토머스 비.

3ㄱ 사 52:7; 
눅 2:10~11; 
모사 3:3~5.

제 31 편

1830년9월선지자조셉스미스를통하여토머스비마쉬에게주신계시(교회
사1:115~117). 이때는교회의대회가끝난직후였다(제30편머리말참조). 토
머스 비 마쉬는 그 달 초에 침례를 받았고 이 계시가 주어지기 전에 교회에서
장로로성임되었다.



65 교리와 성약 31:4~13

4 너는 나의 종 조셉 스미스 이세
에게 계시된 것들을 ㄱ선포할지니라.
너는 이 시간부터 전도하기 시작할
지니, 그러하도다. 이미 ㄴ희어져 불
사르게 된 밭에서 거두기 시작할지
니라.

5 그러므로 네 온 영혼을 다하여
ㄱ낫을 휘두르라. 그리하면 네 죄가
ㄴ사함 받고 네 등에 ㄷ곡식 단을 지게
되리라. 이는 ㄹ일꾼이 자기의 삯을
받음이 합당함이니, 그런즉 네 가족
이살리라.

6 보라,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
니, 잠시 동안만 그들에게서 떠나 나
의 말을 선포하라. 그리하면 나는 그
들을위하여장소를예비하리라.

7 그러하도다. 내가백성의마음을
ㄱ열리니, 그들은 너를 영접하리라.
그리하여 나는 네 손으로 교회를 세
우리니,

8 너는 그들을 ㄱ강하게 하고 그들
이 모아지게 될 때를 대비하여 그들

을준비시킬지니라.
9 ㄱ고난중에 ㄴ인내하고욕하는자

를 대하여 욕하지 말라. 온유함으로
네ㄷ집을다스리며굳건하라.

10 보라, 내가네게이르노니, 너는
교회를 위한 의사가 될 것이나 세상
을 위한 의사는 되지 못할지니, 이는
그들이 너를 영접하지 아니할 것임
이니라.

11 내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라.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할지 ㄱ보혜사께서네게알게하
시리라.

12 ㄱ유혹에 들어 네 상을 잃지 않
도록항상ㄴ기도하라.

13 끝까지 ㄱ충실하라. 그리하면보
라, 내가 너와 ㄴ함께 있느니라. 이 말
씀은사람에게서나사람들에게서난
것이아니요, 아버지의 ㄷ뜻으로말미
암아나곧예수그리스도, 네구속주
에게서난것이니라. 아멘.

4ㄱ 모사 18:19; 
교성 42:12; 52:36.

ㄴ 교성 4:4~6.
5ㄱ 계 14:15.
ㄴ 안내용서하다.
ㄷ 교성 79:3.
ㄹ 눅 10:3~11; 

교성 75:24.
7ㄱ 안내돌이킴, 돌이키다.
8ㄱ 교성 81:5; 108:7.
9ㄱ 안내역경.
ㄴ 안내인내.
ㄷ 안내가족－부모의 책임.

11ㄱ 안내성신; 보혜사.

12ㄱ 3니 18:17~21. 
안내기도.

ㄴ 안내유혹하다, 유혹.
13ㄱ 안내견디다.

ㄴ 마 28:20.
ㄷ 안내예수 그리스도－

권세.

제 32 편

1830년 10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팔리 피 프랫과 지바 피터슨에게
주신계시(교회사1:118~120). 교회회원들이몰몬경에서레이맨인에대해예
언된축복을알게되었으므로, 장로들은레이맨인들에대해지대한관심과소
망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따라 그때 장로들을 서부에 있는 인디언 부족들에
게 파송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주께서 그 뜻을 알려 주실 것을 간구하게 되
었다. 이계시가뒤따랐다.



1~3, 팔리 피 프랫과 지바 피터슨은
레이맨인에게전도하러가도록그리
고 올리버 카우드리와 피터 휘트머
이세와 동반하도록 부르심을 받음.
4~5, 그들은 경전을 이해하기 위하
여기도해야함.

그리고이제나의종 ㄱ팔리피프
랫에 관하여, 보라, 내가 그에

게 이르노니, 내가 살아 있음과 같이
내가 원하는 바는 그가 나의 복음을
선포하고 내게서 ㄴ배우며 마음이 온
유하고겸손해지는것이니라.

2 그리고내가그에게정하여준바
는 그가 나의 종 올리버 카우드리와
피터휘트머이세와함께광야로 ㄱ레

1~4, 일꾼들이제십일시에복음을선
포하도록 부름을 받음. 5~6, 교회가
설립되었고택함받은자들이집합될
것임. 7~10, 회개하라이는천국이가
까이 왔음이니라. 11~15, 교회는 복
음의 반석 위에 세워짐. 16~18, 신랑
오심을맞을준비를하라.

보라, 내가 너희, 나의 종 에즈라
와노드롭에게이르노니, 너희

귀를 열고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의 ㄱ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선 검보다
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 혼과 영을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속의 생각과
ㄴ의도의감찰자니라.

이맨인가운데로ㄴ가는것이니라.
3 그리고 ㄱ지바 피터슨도 또한 그

들과 함께 갈지니, 나도 친히 그들과
함께 갈 것이요, 그들 ㄴ가운데 있으
리라. 또 나는 아버지께 대한 그들의
ㄷ변호자니, 아무것도그들을이기지
못하리라.

4 또 그들은 기록된 바에 ㄱ주의를
기울이고, 다른아무 ㄴ계시도주장하
지 말 것이요, 그들이 ㄷ이해할 수 있
도록 내가 그러한 것을 ㄹ펼쳐 줄 것
을항상기도할지니라.

5 또그들은이말씀에주의를기울
이고 소홀히 다루지 말지니라. 그리
하면내가그들을축복하리라. 아멘.

66교리와 성약 32:1~33:1

32 1ㄱ 안내프랫, 팔리 파커.
ㄴ 마 11:28~30.

2ㄱ 교성 3:18~20.
ㄴ 교성 28:8; 30:5.

3ㄱ 교성 58:60.
ㄴ 마 18:20; 

교성 6:32; 38:7.
ㄷ 안내변호자.

4ㄱ 니전 15:25; 
교성 84:43~44.

ㄴ 교성 28:2.
ㄷ 안내이해.

ㄹ 조역 1:74.
33 1ㄱ 히 4:12; 

힐 3:29~30.
ㄴ 앨 18:32; 

교성 6:16.

제 33 편

1830년10월뉴욕주페이에트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를통하여에즈라테이
어와 노드롭 스위트에게 주신 계시(교회사 1:126~127). 이 계시를 기록함에
있어서선지자는“주께서는신앙으로부지런히구하는자에게교훈을주시려
고항상준비하고계신다”고확언하였다(교회사1:126).



67 교리와 성약 33:2~14

2 대저진실로진실로내가너희에
게 이르노니, 너희는 비뚤어지고 패
역한세대에나팔 ㄱ소리같이너희음
성을 높여 나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름을받았느니라.

3 이는보라, ㄱ밭은이미희어져추
수하게 되었음이니, 때는 ㄴ제십일시
라, 내가 일꾼들을 나의 포도원에 불
러들일ㄷ마지막때니라.

4 또 나의 ㄱ포도원은 낱낱이 ㄴ부패
하여 몇몇을 제외하고는 ㄷ선을 행하
는자가아무도없나니, ㄹ사제술로말
미암아 많은 경우에 ㅁ잘못을 범하며,
모두가부패한마음을지니고있도다.

5 또진실로진실로내가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ㄱ교회를 내가 ㄴ세웠고
광야에서불러내었느니라.

6 또 그와 같이 나는 땅의 ㄱ사방에
서나의택함을받은자곧나를믿으
며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 모
두를ㄴ모으리라.

7 그러하도다. 진실로진실로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밭은 이미 희어
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낫을
휘둘러 너희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
하여거두라.

8 너희 입을 ㄱ열라. 그리하면 채워
질 것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를 여행한 옛날의 ㄴ니파이처럼
되리라.

9 그러하도다. 너희 입을 열고 아
끼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등에 ㄱ곡
식 단을 지게 되리니, 이는 보라, 내
가너희와함께있음이니라.

10 그러하도다. 너희입을열라. 그
리하면 채워지리니, 이르기를, 너희
는 회개하라. ㄱ회개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며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이는
천국이가까이왔음이니라.

11 그러하도다. 너희 각 사람은 너
희죄사함을위하여회개하고 ㄱ침례
를 받으라. 참으로 물로 침례를 받으
라. 그러고 나면 불과 성신의 침례가
임하느니라하라.

12 보라, 진실로진실로내가너희에
게이르노니, 이것이내 ㄱ복음이니라.
그리고그들은나를믿는신앙을가져
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결
단코 구원받을수없음을기억하라.

13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참으로 이 ㄱ반석
위에 너희는 세워졌나니, 만일 너희
가계속하면, ㄴ지옥문이너희를이기
지못하리라.

14 그리고 너희는 교회의 ㄱ신조와
성약을기억하여지킬지니라.

2ㄱ 사 58:1.
3ㄱ 요 4:35; 

교성 4:4; 12:3; 14:3.
ㄴ 마 20:1~16.
ㄷ 야곱 5:71; 

교성 43:28.
4ㄱ 안내포도원, 주의.
ㄴ 니후 28:2~14; 

몰 8:28~41.
ㄷ 롬 3:12; 교성 35:12.

ㄹ 안내사제술.
ㅁ 니후 28:14.

5ㄱ 안내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ㄴ 안내복음의 회복.
6ㄱ 니전 19:15~17.
ㄴ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집합.
8ㄱ 교성 88:81.
ㄴ 니후 1:26~28.

9ㄱ 시 126:6; 앨 26:3~5;
교성 75:5.

10ㄱ 마 3:1~3.
11ㄱ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
12ㄱ 3니 27:13~22.
13ㄱ 안내반석.

ㄴ 마 16:16~19; 
교성 10:69~70.

14ㄱ 교성 20~22편을
참조하라; 교성 42:13.



15 또 누구든지 신앙을 가진 자를
너희는 ㄱ안수함으로써 나의 교회 안
에서 ㄴ확인할지니, 그리하면나는그
들에게성신의ㄷ은사를부여하리라.

16 그리고 몰몬경과 거룩한 ㄱ경전
은 너희의 ㄴ교육을 위하여 내가 준
것이니, 내 영의 능력이 만물을 ㄷ살
게하느니라.

17 그런즉 충실하라. 항상 기도하
라. 너희 등잔을 손질하여 타고 있게
하며 너희에게 기름이 있게 하여
ㄱ신랑이 올 때에 준비가 되어 있게
할지니－

18 이는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이르노니, 내가속히ㄱ올것
임이니라. 참으로그러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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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ㄱ 안내손, 안수.
ㄴ 교성 20:41.
ㄷ 안내은사, 성신의.

16ㄱ 안내경전.
ㄴ 딤후 3:16.
ㄷ 요 6:63.

17ㄱ 마 25:1~13. 
안내신랑.

18ㄱ 계 22:20. 
안내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34 1ㄱ 안내프랫, 올슨.
2ㄱ 요 1:1~5. 

안내빛, 그리스도의 빛.
3ㄱ 안내구속주.
ㄴ 요 3:16; 15:13. 

안내사랑.
ㄷ 안내속죄하다, 속죄;

구속하다, 구속받은,
구속.

ㄹ 요 1:9~12; 
롬 8:14, 16~17; 

모세 6:64~68. 
안내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4ㄱ 요 20:29.
5ㄱ 안내부르다,

하나님에게서 부름
받은, 부름.

3 ㄱ그는 세상을 그처럼 ㄴ사랑하여
자기의 생명을 ㄷ주었나니, 이는 믿
는 자마다 ㄹ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너는 내 아들
이니라.

4 또 너는 믿었으므로 ㄱ복이 있
도다.

5 그리고너는나의복음을전파하
도록 나에게 부름을 ㄱ받았으므로 더
욱복이있나니－

6 나팔 소리처럼 길고 크게 네 음
성을 높여, 비뚤어지고 패역한 세대

1~4, 충실한 자는 속죄를 통하여 하
나님의 아들이 됨. 5~9, 복음 전파는
재림을 위하여 길을 예비함. 10~12,
예언은성신의권능으로옴.

나의아들 ㄱ올슨아, 나주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네 구속주

가 네게 이를 말에 귀를 기울여 들으
며보라.

2 그는 세상의 ㄱ빛이요 생명이니,
어둠에 비치는 빛이되, 어둠이 이를
깨닫지못하느니라.

제 34 편

1830년11월4일뉴욕주페이에트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를통하여올슨프
랫에게주신계시(교회사1:127~128). 그당시프랫형제는십구세였다. 그는
육주전에그의형팔리피프랫이전하는회복된복음을처음들었을때마음
을돌이켜침례를받았다. 이계시는피터휘트머일세의집에서받은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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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회개를 ㄱ외쳐, 주의 ㄴ재림을 위하
여그의길을예비하라.

7 이는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가 ㄱ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올 그 ㄴ때가 곧
가까이이름이니라.

8 그리고 내가 오는 그때는 ㄱ큰 날
이 되리니, 이는 만국이 ㄴ떨 것임이
니라.

9 그러나 저 큰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피로 변할 것
이요, 별들은 빛 발하기를 거절할 것

1~2,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방법. 3~7, 시드니 리그돈은 침
례를 베풀며 성신을 부여하도록 부
르심을 받음. 8~12, 표적과 기적은
신앙으로써 이루어짐. 13~16, 주의
종들이 영의 권능으로써 열국을 타
작할 것임. 17~19, 조셉 스미스는 비

밀의 열쇠를 지님. 20~21, 택함을 받
은자는주가오시는날을견딜것임.
22~27, 이스라엘은구원받을것임.

주
ㄱ너희 하나님, 곧 ㄴ알파와 오
메가, 시작과 끝이 되는 이의

음성에귀를기울이라. 그의 ㄷ진로는

이요, 더러는 떨어지리니, 큰 멸망들
이악인을기다리고있느니라.

10 그런즉네음성을높이고 ㄱ아끼
지 말라. 이는 주 하나님이 말하였음
이라. 그러므로 예언하라. 그리하면
성신의ㄴ권능으로주어지리라.

11 그리고네가충실하면보라, 내가
올때까지내가너와함께있나니－

12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
노니, 내가 속히 오리라. 나는 네 주
요 네 구속주니라. 참으로 그러하도
다. 아멘.

6ㄱ 교성 6:9.
ㄴ 안내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7ㄱ 눅 21:27.
ㄴ 계 1:3.

8ㄱ 욜 2:11; 

말 4:5; 
교성 43:17~26. 
안내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ㄴ 사 64:2.
10ㄱ 사 58:1.

ㄴ 벧후 1:21.
35 1ㄱ 안내주.

ㄴ 계 1:8. 
안내알파와 오메가.

ㄷ 니전 10:19; 
교성 3:2.

제 35 편

1830년 12월 뉴욕 주 페이에트 또는 그 근처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시드
니 리그돈에게 주신 계시(교회사 1:128~131). 이 당시 선지자는 거의 매일 성
경번역에매달려있었다. 번역은일찍이1830년6월에시작되었고올리버카
우드리와 존 휘트머가 서기로 봉사했었다. 그들이 이제 다른 임무에 부름 받
았으므로시드니리그돈이하나님의지명으로이일에선지자의서기로봉사
하도록 부름 받았다(20절 참조). 이 계시의 기록에 대한 서문으로 선지자는

“12월에시드니리그돈이주께묻기위하여[오하이오에서] 왔고그와함께에
드워드 파트리지가 왔다 … 이 두 형제가 도착 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같
이주께서말씀하셨다”고기록하였다(교회사1:128).



하나의 영원한 원이니, 어제나 오늘
이나영원토록ㄹ동일하도다.

2 나는하나님의아들예수그리스
도이니, 세상의 죄를 위하여 참으로
내 이름을 ㄱ믿을 모든 자의 죄를 위
하여 ㄴ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 그리
한것은그들로하여금하나님의 ㄷ아
들이 되게 하여 내가 아버지 안에서
ㄹ하나인 것같이, 곧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나인 것같이 참으로 내 안
에서 ㅁ하나가되게하여우리가하나
가되게하려함이니라.

3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나의
종 시드니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와
네 행위를 보았느니라. 나는 네 기도
를 들었고, 더 큰 일을 위하여 너를
준비시켰느니라.

4 너는 복이 있나니, 이는 네가 큰
일을행할것임이니라. 보라, 너는참
으로 ㄱ요한과 같이 내 앞에, 또 장차
올 ㄴ엘리야앞에길을예비하도록보
내심을 받았으나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5 너는회개에이르도록물로침례
를베풀었으나, 그들은성신을 ㄱ받지
못하였느니라.

6 그러나 이제 내가 네게 한 가지

계명을 주노니, 너는 물로 ㄱ침례를
베풀지니라. 그리하면 옛날의 사도
들과 같이 ㄴ안수함으로써 그들이
ㄷ성신을받게되리라.

7 그리고 이렇게 되리니, 이 땅에
곧 ㄱ이방인 가운데 큰 일이 있으리
라. 이는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가증함이 모든 백성의 눈에 분명히
나타나게될것임이니라.

8 무릇 나는 하나님이요, 나의 팔
이 ㄱ짧아지지아니하였은즉, 내이름
을 ㄴ믿는자모두에게 ㄷ기적과 ㄹ표적
과기이한일을보여주리라.

9 또 누구든지 ㄱ신앙으로써 내 이
름으로 그것을 구하는 자마다 그들
은 ㄴ악마를 ㄷ내어 쫓을 것이요, 그들
은 병든 자를 ㄹ고칠 것이매, 그들은
앞 못 보는 자를 보게 할 것이요, 듣
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할 것이요,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할 것이요, 저는
자를걷게하리라.

10 그리고 큰 일이 사람의 자녀들
에게 나타나 보일 그때가 속히 임하
느니라.

11 그러나 ㄱ신앙이 없으면 ㄴ바벨
론에 임할 ㄷ황폐 외에는 아무 것도
나타나 보이지 아니하리니, 바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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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ㄹ 히 13:8; 
교성 38:1~4; 39:1~3.

2ㄱ 교성 20:25; 45:5, 8.
ㄴ 안내십자가에 달림.
ㄷ 안내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ㄹ 안내하나님, 신회.
ㅁ 요 17:20~23. 안내단합.

4ㄱ 말 3:1; 마 11:10; 
니전 11:27; 
교성 84:27~28.

ㄴ 3니 25:5~6; 
교성 2:1; 110:13~15.

5ㄱ 행 19:1~6.
6ㄱ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
ㄴ 안내손, 안수.
ㄷ 안내은사, 성신의.

7ㄱ 안내이방인.
8ㄱ 사 50:2; 59:1.
ㄴ 안내믿음, 믿다.
ㄷ 안내기적.
ㄹ 안내표적.

9ㄱ 안내신앙.
ㄴ 막 1:21~45.
ㄷ 막 16:17.
ㄹ 안내병을 고치다, 

병 고침.
11ㄱ 교성 63:11~12.

ㄴ 안내바벨, 바벨론.
ㄷ 교성 5: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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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벨론은 모든 나라로 하여금 그의
ㄹ음행의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
였느니라.

12 그리고 내가 이 세대에게 내보
낸 내 복음의 충만함을 받을 준비가
된 자들 외에는 선을 행하는 자가
ㄱ아무도없도다.

13 그런즉내가세상의 ㄱ약한것들
곧 ㄴ무식하고멸시받는자들을불러
나의 영의 권능으로 나라들을 타작
하게하나니,

14 그들의 팔은 나의 팔이 될 것이
요, 내가 그들의 큰 ㄱ방패와 그들의
작은 방패가 될 것이며, 내가 그들의
허리를 동여 주리니, 그들은 나를 위
하여 남자답게 싸울 것이요, 그들의
ㄴ원수는 그들의 발 아래 있을 것이
요,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칼이 ㄷ떨
어지게 할 것이며, 나의 진노의 ㄹ불
로써내가그들을보전하리라.

15 그리고 ㄱ가난한 자와 ㄴ온유한
자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오는 때를 ㄷ바
라고 기다리고 있으리니, 이는 그때
가ㄹ가까이왔음이라－

16 또 그들은 ㄱ무화과나무의 비유
를배우게되리니, 이는실로지금이
미여름이가까움이라.

17 또 나는 나의 종 ㄱ조셉의 손으
로내복음의 ㄴ충만함을내보냈고그
리고 연약한 중에 있는 그를 내가 축
복하였느니라.

18 또 나는 ㄱ인봉되어 온 것, 곧 세
상의 ㄴ기초가 놓이던 때부터 있었던
일과 이때로부터 내가 올 때까지 임
할일들에대한 ㄷ비밀의열쇠를그에
게주었나니, 만일그가내안에거하
면 그리하려니와, 만일 그렇지 아니
하면, 나는그대신에다른사람을심
으리라.

19 그런즉 그의 신앙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를 지켜주라. 그리하
면 모든 것을 아시는 ㄱ보혜사 곧 ㄴ성
신에의하여주어지리라.

20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내가 네
게 주노니－너는 그를 위하여 ㄱ기록
할지니라. 그리하면 내 가슴 속에 있
는대로의경전이주어져나의 ㄴ택함
받은자들이구원에이르게되리라.

21 무릇 그들은 내 ㄱ음성을 들을

11ㄹ 계 18:2~4.
12ㄱ 롬 3:10~12; 

교성 33:4; 38:10~11;
84:49.

13ㄱ 고전 1:27; 
교성 1:19~23; 124:1.

ㄴ 행 4:13.
14ㄱ 삼하 22:2~3.

ㄴ 교성 98:34~38.
ㄷ 교성 1:13~14.
ㄹ 교성 128:24.

15ㄱ 마 11:5.
ㄴ 안내온유한, 온유.
ㄷ 벧후 3:10~13; 

교성 39:23; 45:39; 
모세 7:62.

ㄹ 교성 63:53.
16ㄱ 마 24:32; 

교성 45:36~38; 
조마 1:38. 
안내표적, 시대의.

17ㄱ 교성 135:3.
ㄴ 교성 42:12.

18ㄱ 단 12:9; 
마 13:35; 
니후 27:10~11; 
이더 4:4~7; 
조역 1:65.

ㄴ 교성 128:18.
ㄷ 교성 84:19.

19ㄱ 요 14:16, 26; 15:26.
안내보혜사.

ㄴ 안내성신.
20ㄱ 이때에 선지자는 계시를

받아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고 이
일에 시드니 리그돈이
서기로 부름을 받았다.

ㄴ 안내택하신 자.
21ㄱ 욜 2:11; 

교성 43:17~25; 88:90;
133:50~51.



것이요, 나를보게될것이요, 잠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ㄴ오는 그 날을
ㄷ견디리니, 이는 내가 ㄹ정결한 것같
이그들이정결하게될것임이니라.

22 그리고이제내가 ㄱ네게이르노
니, 그와함께머물라. 그리하면그는
너와 함께 여행을 하리니, 그를 버리
지 말라. 그리하면 반드시 이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23 그리고너희가기록하지아니하
는 ㄱ동안에는, 보라. 예언할 것이 그
에게 주어지리니, 그리하면 너는 나
의 복음을 전파하며,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는 대로 ㄴ거룩한 선지자들을
인용하여그의말을입증할지니라.

24 너희가 지켜야 할 모든 계명과

성약을 ㄱ준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유익을위하여여러하늘을 ㄴ진
동하게 하리니, ㄷ사탄은 떨 것이요,
시온은 산 위에서 ㄹ기뻐하며 번성하
리라.

25 그리고 ㄱ이스라엘은 나의 정한
때에 ㄴ구원을 받을 것이요, 내가 준
ㄷ열쇠로 인도되어 다시는 전혀 욕을
받지아니하리라,

26 너는 마음을 들어 즐거워하라.
너희ㄱ구속이가까이다가오느니라.

27 적은무리여, 두려워말라. 내가
올 때까지 ㄱ왕국은 너희 것이니라.
보라, 내가 속히 ㄴ오리라. 참으로 그
러하리라. 아멘.

72교리와 성약 35:22~36:1

21ㄴ 안내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ㄷ 말 3:2~3.
ㄹ 안내순수한, 순수.

22ㄱ 교성 100:9~11.
23ㄱ 설명 시드니 리그돈이

필기하지 않을 때 마다.
ㄴ 설명 경전.

24ㄱ 교성 103:7.
ㄴ 교성 21:6.

ㄷ 니전 22:26.
ㄹ 안내기쁨.

25ㄱ 안내이스라엘.
ㄴ 사 45:17; 

니전 19:15~16; 22:12.
ㄷ 안내열쇠, 신권의.

26ㄱ 눅 21:28.
27ㄱ 안내하나님의 왕국 또는

천국.
ㄴ 계 22:20.

36 1ㄱ 안내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ㄴ 교성 41:9~11.

이같이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ㄱ전능한 자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너나의종 ㄴ에드워드에게이르
노니, 너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네
죄는 사함을 받았고, 너는 나팔 같은

1~3, 주님은 시드니 리그돈의 손으
로 에드워드 파트리지에게 안수하
심. 4~8, 복음과신권을받는모든사
람은 나아가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아야함.

제 36 편

1830년12월뉴욕주페이에트근처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를통하여에드워
드파트리지에게주신계시(교회사1:131). (제35편머리말참조.) 선지자가말
하기를 에드워드 파트리지는“경건의 모범이었고 주의 위대한 사람 중의 하
나였다”라고하였다(교회사1:128).



73 교리와 성약 36:2~37:3

음성으로 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름을받았느니라.

2 그리고 나는 나의 종 시드니 리
그돈의손으로네게내 ㄱ손을얹으리
니, 그리하면 너는 나의 영, 성신 곧
ㄴ보혜사를받게될것이요, 보혜사는
왕국의 ㄷ평화로운 것들을 네게 가르
쳐주리니,

3 너는 큰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이르기를, 호산나. 지극히 높으신 하
나님의이름을찬송할지로다하라.

4 그리고 모든 사람에 관한 이 부
름과계명을내가네게주노니－

5 이부름과계명을받아들이고나
의 종 시드니 리그돈과 조셉 스미스
이세앞에나아오는자는모두 ㄱ성임

받아 여러 나라 가운데 영원한 복음
을 ㄴ전파하도록파송되어－

6 회개를 외치며 이르기를, 이 패
역한 세대에서 너희 자신을 ㄱ구원하
고, 육체로더럽혀진 ㄴ옷까지도미워
하며불에서나오라할지니라.

7 그리고 이 계명을 나의 교회의
장로들에게 줄지니, 그리하여 성실
한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자마
다 내가 말한 것같이 성임 받아 파송
되게할지니라.

8 나는하나님의아들예수그리스
도니라. 그런즉네허리를동이라. 내
가 나의 ㄱ성전에 홀연히 오리라. 참
으로그러하리라. 아멘.

2ㄱ 안내손, 안수.
ㄴ 안내보혜사; 성신.
ㄷ 교성 42:61.

5ㄱ 교성 63:57. 
안내성임하다, 성임.

ㄴ 안내전파하다.

6ㄱ 행 2:40.
ㄴ 유 1:23.

8ㄱ 말 3:1.
37 1ㄱ 설명 성경 번역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2ㄱ 교성 24:3; 26:1.

노니, 너희가 그 지역에서 나의 복음
을 전파하고 어디든지 교회가 있는
곳이면 교회를 강화하고 특별히 ㄱ콜
스빌에서더욱그리하기까지는가지
말지니라. 이는 보라, 그들이 돈독한
신앙으로내게기도함이니라.

3 그리고 또, 한 가지 계명을 내가
교회에 주노니, 나의 종 올리버 카우
드리가 그들에게 돌아오는 때를 대

1~4, 성도들은 오하이오에 집합하라
는부름을받음.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
와, 너희가 오하이오에 갈 때

까지너희가더이상 ㄱ번역함은내게
필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원수로
인함이요, 또너희를위한것이니라.

2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

제 37 편

1830년12월뉴욕주페이에트근처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와시드니리그돈
에게 주신 계시(교회사 1:139). 이 계시에서 이 경륜의 시대에 있을 집합에 관
한첫계명이주어졌다.



비하여 ㄱ오하이오에 함께 모임은 내
게필요한일이니라.

4 보라, 지혜가 여기에 있나니, 모

1~6,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
음. 7~8, 그는자기성도들가운데계
시며성도들은그를곧보게될것임.
9~12, 모든육체는그앞에서부패하
였음. 13~22, 그는 현세와 영원에 이
르기까지 자기 성도를 위하여 약속
의 땅을 간직해 두셨음. 23~27, 성도
들은 하나가 되고 서로를 형제로 여
기라는 계명을 받음. 28~29, 전쟁이
예고됨. 30~33, 성도들은 높은 곳으
로부터 권능을 받고 모든 나라 가운
데 나아가야 함. 34~42, 교회는 가난
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보살피며 영원
한재물을추구하라는계명을받음.

이같이 주 너희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노라, 그는 위

대한 ㄱ자존자, 알파와 오메가, ㄴ시작
과 끝이요, 세상이 ㄷ지음을 받기 ㄹ이
전에 영원의 광활한 넓음과 하늘의
모든스랍ㅁ무리를굽어본자요,

2 모든 것을 ㄱ아는 자니, 이는 ㄴ모
든것이내눈앞에나타나있음이라,

3 내가 말한즉 세상이 ㄱ지음을 받
았고 만물이 나로 말미암아 생겨났
느니라.

4 나는 에녹의 ㄱ시온을 나 자신의
품으로 데려온 자라. 또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나의 이름을 ㄴ믿는 자를
모두 내 품으로 데려왔나니, 이는 내
가 그리스도요, 내가 흘렸던 그 ㄷ피
의 공덕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이
름으로 내가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변호하였음이니라.

5 그러나 보라, 나머지 ㄱ악인들은
내가땅의종말에임할큰날의ㄴ심판
때까지흑암의ㄷ사슬에묶어두었고,

6 그와 같이 나의 음성을 듣지 아
니하고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할 악
인들을 묶어 두게 하리니, 화, 화, 화
가그들의운명이로다.

7 그러나보라, 진실로진실로내가

든사람은내가올때까지스스로ㄱ택
할지어다. 참으로그러하도다. 아멘.

74교리와 성약 37:4~38:7

3ㄱ 설명 오하이오 주. 
교성 38:31~32.

4ㄱ 안내선택의지.
38 1ㄱ 안내스스로 있는 자.

ㄴ 계 1:8.
ㄷ 시 90:2.
ㄹ 안내전세.
ㅁ 교성 45:1.

2ㄱ 교성 88:41; 모세 1:35. 

안내전지.
ㄴ 잠 5:21; 

니후 9:20.
3ㄱ 시 33:6~9. 

안내창조하다, 창조.
4ㄱ 교성 45:11~14;

76:66~67; 84:99~100;
모세 7:18~21; 
조성,창 14:25~40. 

안내시온.
ㄴ 교성 20:25; 35:2;

45:3~5.
ㄷ 안내속죄하다, 속죄.

5ㄱ 안내불의한, 불의.
ㄴ 안내심판, 마지막.
ㄷ 벧후 2:4; 유 1:6. 

안내지옥.

제 38 편

1831년 1월 2일 뉴욕 주 페이에트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
시(교회사1:140~143). 이때는교회의대회기간이었다.



75 교리와 성약 38:8~18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ㄱ눈은 너희
위에 있느니라. 나는 너희 ㄴ가운데
있으나, 너희는나를볼수없느니라.

8 그러나 너희가 나를 ㄱ보고 내가
존재함을 알게 될 날이 곧 이르나니,
이는 흑암의 휘장이 곧 찢어질 것임
이라, ㄴ정결하게 되지 아니한 자는
그날을ㄷ견디지못하리라.

9 그런즉너희의허리를동이고예
비하고 있으라. 보라, ㄱ왕국은 너희
것이니, 원수가이기지못하리라.

10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너희는 ㄱ깨끗하나모두는아니니
라. 또 너희 외에는 내가 매우 ㄴ기쁘
게여기는자가하나도없느니라.

11 이는 모든 ㄱ육체가 내 앞에서
부패하였고, ㄴ어둠의 능력이 하늘의
모든 무리 앞에서, 사람의 자녀들 가
운데서, 땅위에만연함이라－

12 이로 인하여 침묵이 지배하게
되고, 모든 영원이 ㄱ고통을 당하게
되나니, ㄴ천사들은 땅을 ㄷ추수하여
ㄹ가라지를 ㅁ불사르게 모으라는 큰
명령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또 보라,
원수는뭉쳐있도다.

13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비밀을 보이노니, 밀실에 있는

것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너희의
ㄱ멸망을가져올일이라. 그러나너희
는이를알지못하였느니라.

14 그러나 이제 내가 그것을 너희
에게 말하노라. 이에 너희는 복이 있
나니, 이는 너희 죄악으로 인함도 아
니요, 너희의 믿지 아니하는 마음으
로 인함도 아니니라. 이는 진실로 너
희 가운데 몇몇은 내 앞에서 죄가 있
으나, 내가 너희 연약함을 긍휼히 여
길것임이라.

15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부터 ㄱ강
건하라. ㄴ두려워 말라. 이는 왕국이
너희것임이라.

16 그리고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한 가지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
니, 이는내가너희의기도를들었고,
또 ㄱ가난한자들이내앞에서불평하
였으며, ㄴ부자를 내가 만들었고, 모
든 육체는 나의 것이며, 나는 사람을
ㄷ외모로취하지아니함이니라.

17 그리고나는땅을부하게만들었
나니, 보라, 이는 나의 ㄱ발등상이라,
그런즉또다시나는그위에서리라.

18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더 큰 부
를 제시하고 하사하려 하노니, 곧 약
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7ㄱ 교성 1:1.
ㄴ 교성 6:32; 29:5.

8ㄱ 계 22:4~5. 안내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ㄴ 안내순수한, 순수.
ㄷ 말 3:2.

9ㄱ 눅 6:20. 
안내하나님의 왕국 또는
천국.

10ㄱ 안내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ㄴ 교성 1:30.
11ㄱ 사 1:3~4; 

교성 33:4.
ㄴ 미 3:6; 

교성 112:23; 모세
7:61~62.

12ㄱ 모세 7:41.
ㄴ 교성 86:3~7.
ㄷ 안내추수.
ㄹ 교성 88:94; 101:65~66.
ㅁ 마 13:30.

13ㄱ 교성 5:32~33.
15ㄱ 안내용기, 용기있는.

ㄴ 안내두려움－사람에
대한 두려움.

16ㄱ 모사 4:16~18.
ㄴ 삼상 2:7.
ㄷ 행 10:34; 

모로 8:11~12; 
교성 1:34~35.

17ㄱ 니전 17:39; 
아브 2:7.



라. 주가 올 때에 그 곳에는 아무 저
주도없으리라.

19 만일 너희가 너희 온 마음을 다
하여구하면, 나는그곳을너희기업
의땅으로너희에게주리라.

20 또 이는 너희와 맺는 나의 성약
이 되리니, 너희는 땅이 존재하는 동
안 영원히 그 곳을 너희 기업의 땅으
로, 그리고 너희 자녀의 ㄱ기업으로
가지게될것이요, 또너희는다시그
것을 영원토록 소유하게 되리니, 다
시는없어지지아니하리라.

21 그러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때가 되면 너희는 왕이
나 통치자를 가지지 아니하리니, 이
는 내가 너희 ㄱ왕이 되어 너희를 보
살필것임이니라.

22 그런즉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ㄱ따르라. 그리하면 너희는 ㄴ자유로
운 백성이 될 것이요, 내가 올 때에
나의 법외에는 어떠한 법도 가지지
않게 되리니, 이는 내가 너희 ㄷ입법
자가 됨이라. 무엇이 나의 손을 막을
수있겠느냐?

23 그러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정해 준 그
직분에따라서로ㄱ가르치라.

24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기 형제
를 자신과 같이 ㄱ여기고 내 앞에서

ㄴ덕과ㄷ거룩함을실천할지어다.
25 또 거듭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모든사람은자기형제를자기자
신과같이여길지어다.

26 무릇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열두 아들이 있는데 그들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에게 순
종하며 섬기거늘, 그가 그 중 하나에
게 이르기를 너는 예복을 입고 여기
에 앉으라 하고, 다른 하나에게는 이
르기를 너는 누더기를 입고 저기에
앉으라하고－그아들들을바라보며
나는공평하다하느냐?

27 보라, 이를 내가 비유로 너희에
게 주었거니와, 이는 참으로 나와 같
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ㄱ하나가 되라. 만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것이 아
니니라.

28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밀실에 있는 원수가 너희의
ㄱ생명을노리고있느니라.

29 너희는먼나라들에있는 ㄱ전쟁
에대하여듣고있고, 또너희는말하
기를, 먼나라들에큰전쟁이곧있으
리라하나, 너희는너희땅에있는사
람들의마음을알지못하는도다.

30 너희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76교리와 성약 38:19~30

20ㄱ 교성 45:58.
21ㄱ 슥 14:9; 

니후 10:14; 
앨 5:50.

22ㄱ 요 10:27.
ㄴ 안내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천년
통치.

ㄷ 사 33:22; 미 4:2; 

교성 45:59.
23ㄱ 교성 88:77~79, 

118, 122. 
안내가르치다, 교사.

24ㄱ 신 17:20; 
고전 4:6.

ㄴ 교성 46:33. 
안내덕.

ㄷ 안내거룩함.

27ㄱ 요 17:21~23; 
고전 1:10; 
엡 4:11~14; 
3니 11:28~30; 
모세 7:18. 
안내단합.

28ㄱ 교성 5:33; 38:13.
29ㄱ 교성 45:26, 63; 

87:1~5; 1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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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너희 가슴에 ㄱ지혜를 ㄴ간직해 두
라. 그리하지 않으면, 염려컨대 사람
들의 사악함이 그들의 사악함으로
이 일들을 너희에게 드러내기를 마
치땅을진동시킬수있는것보다더
큰 소리로 너희 귀에 말하듯 하게 될
까 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준비 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않게되리라.

31 그리고 너희가 원수의 힘에서
벗어나 ㄱ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의로운 백성으로 내게 집합하게 하
려하여－

32 그런즉 이 까닭에 내가 너희에
게 ㄱ오하이오로 가라는 명령을 주었
나니, 그 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나의
ㄴ율법을 줄 것이요, 그 곳에서 너희
는높은곳에서오는권능을 ㄷ부여받
게되리라.

33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는 누구
든지그곳에서부터 ㄱ모든나라가운
데로 나아갈지니, 그들이 행할 바를
그들에게 말해 주리라. 이는 내가 큰
일을 간직하여 두었음이니, 대저 이
스라엘은 ㄴ구원받을것이요, 어디든
지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리니, 아무 권능도 나의 손을
ㄷ막지못하리라.

34 그리고이제, 내가이지역에있
는교회에한가지명령을주노니, 그
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을 임명할

것이요, 그들은교회의 ㄱ지지로써임
명되어야하느니라.

35 그리고 그들은 가난한 자와 궁
핍한 자를 돌아보아 그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그들에게 ㄱ구제를 베풀
고 내가 그들에게 명한 곳으로 그들
을보낼지니라.

36 그리고 이 교회의 재산을 관리
하는것이것이그들의일이되리라.

37 그리고 팔 수 없는 농장을 가진
자는 자신이 좋게 여기는 대로 두고
떠나든지빌려주든지하라.

38 삼가 모든 것이 보전되도록 하
며, 사람들이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
을 ㄱ부여받아 파송될 때에, 이 모든
것을교회의품으로모을지니라.

39 그리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기원하시는 ㄱ부를너희가구하면,
너희는 모든 백성 가운데서 가장 부
한 자가 되리니, 이는 너희가 영원한
부를 가지게 될 것임이라. 그리고 땅
의 ㄴ부는 나누어 주기 위한 나의 것
이어야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옛
날의 ㄷ니파이인같이 되지 않도록
ㄹ교만을조심하라.

40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
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계명
을 주노니, 모든 남자 곧 장로, 제사,
교사 그리고 또한 회원은 자기 능력
을다하여가서자기 ㄱ손으로일하여

30ㄱ 안내지혜.
ㄴ 조마 1:37.

31ㄱ 벧후 3:14.
32ㄱ 교성 37:3.

ㄴ 교성 42.
ㄷ 눅 24:49; 교성 39:15;

95:8; 110:9~10.

33ㄱ 안내선교 사업.
ㄴ 사 45:17; 

렘 30:10; 
교성 136:22.

ㄷ 단 4:35.
34ㄱ 안내만장일치.
35ㄱ 안내복지.

38ㄱ 안내엔다우먼트.
39ㄱ 야곱 2:17~19; 

교성 11:7.
ㄴ 학 2:8.
ㄷ 모로 8:27.
ㄹ 안내교만.

40ㄱ 고전 4:12.



내가명한일을준비하며완수하라.
41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에

게 하는바 너희의 ㄱ전도함은 부드럽
고온유한ㄴ경고의음성이되게하라.

1~4,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 5~6, 복음을 받
아들이는것은그리스도를영접하는
것임. 7~14, 제임스 코빌은 침례를
받고 주의 포도원에서 일할 것을 명
령 받음. 15~21, 주의 종들은 재림에
앞서 복음을 전파하여야 함. 22~24,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현세와 영
원에 이르기까지 모으심을 입게 될
것임.

모든ㄱ영원에서 모든 영원에 이
르기까지존재하는자, 위대한

ㄴ자존자곧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기울이고들으라－

2 그는 세상의 ㄱ빛이요 생명이니,
어둠에 비치는 빛이되, 어둠이 이를
깨닫지못하느니라.

3 내가 ㄱ절정의 시기에 내 백성에

게 왔으나, 내 백성이 나를 받아들이
지아니하였느니라.

4 그러나나는나를받아들이는자
모두에게 내 아들이 되는 능력을 주
었나니, 그와 같이 나는 나를 받아들
이는 자 모두에게 내 ㄱ아들이 되는
능력을주리라.

5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ㄱ영접하는 것이요, 나의
복음을받아들이지아니하는자는나
를받아들이지아니하는것이니라.

6 그리고 이것이 나의 ㄱ복음이
니－곧 회개 그리고 물에 의한 침례
요, 그러고 나서 불과 성신의 ㄴ침례
가임하나니, 성신은곧보혜사요, 모
든 것을 보여주시며 왕국의 평화로
운것들을ㄷ가르쳐주시느니라.

7 그리고 이제 보라, 내가 너 나의

42 그리고 너희는 악인 가운데서
ㄱ나가라.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주
의 기구를 메는 너희여 깨끗할지어
다. 참으로그러하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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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ㄱ 안내전파하다.
ㄴ 안내경고하다, 경고.

42ㄱ 사 52:11.
39 1ㄱ 히 13:8; 

교성 20:12; 35:1;
38:1~4.

ㄴ 출 3:14. 

안내여호와.
2ㄱ 안내빛, 그리스도의 빛.
3ㄱ 교성 20:26; 

모세 6:57, 62.
4ㄱ 요 1:12. 

안내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5ㄱ 요 13:20.
6ㄱ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

복음; 회개하다, 회개.
ㄴ 안내거듭난,

하나님에게서 난; 성신.
ㄷ 교성 42:61.

제 39 편

1831년 1월 5일 뉴욕 주 페이에트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제임스
코빌에게주신계시(교회사1:143~145). 약 40년간침례교회목사였던제임스
코빌은주께서선지자조셉을통하여그에게주시는명령은어떠한것이든지
순종하기로주와성약을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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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ㄱ제임스에게 이르노니, 나는 네
행위를 보아 왔고 또 너를 알고 있느
니라.

8 그리고진실로내가네게이르노
니, 지금 이 시간, 네 마음은 내 앞에
서올바르도다. 그리고보라, 나는네
머리위에큰복을내려주었느니라.

9 그럼에도불구하고너는큰슬픔
을 보았나니, 이는 네가 교만과 ㄱ세
상의 염려로 말미암아 여러 번 나를
거절하였음이니라.

10 그러나보라, 만일네가네게이
르는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면, 너의 구원의 날은 이르렀나니,
그 음성은 네게 이르기를, 일어나 나
의 이름을 불러 ㄱ침례를 받고 네 죄
를 씻으라. 그리하면 너는 나의 영과
네가 이제까지 결코 알지 못하였던
큰복을받게되리라하느니라.

11 그리고 만일 네가 이를 행하면,
나는 더 큰 일을 위하여 너를 준비시
켜왔느니라. 너는이마지막날에내
가 내보낸 나의 복음의 충만함 곧 이
스라엘집에속한나의백성을 ㄱ회복
하도록 내가 내보낸 성약을 전파할
지니라.

12 그리하면 이렇게 되리니, 권능
이 네게 ㄱ머물러 있을 것이라. 너는
큰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이요 내가 너
와함께있으며네앞장을서리라.

13 너는 내 포도원에서 ㄱ일하며,

내 교회를 세우며, 시온을 ㄴ일으켜
산 위에서 기뻐하며 ㄷ번성하게 하도
록부름을받았느니라.

14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동쪽 지방으로 가도
록 부름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하이
오로가도록부름을받았느니라.

15 그리고 나의 백성이 오하이오
에집합할것인만큼, 내가사람의자
녀들 가운데 알려지지 아니한 그러
한 ㄱ축복을간직하여두었나니, 그것
이 그들의 머리 위에 쏟아지리라. 그
리고 그 곳에서 사람들이 ㄴ모든 ㄷ나
라로나아갈지니라.

16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하이오에 있는 백성은
내가 나라들 위에 내릴 심판의 손길
을 멈추리라 생각하여 두터운 신앙
으로 나를 부르고 있으나, 나는 나의
말을부인할수없느니라.

17 그런즉 네 힘을 다하여 나아가
충실한일꾼들을내포도원에불러들
여마지막으로그ㄱ가지를치게하라.

18 그리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나
의 복음의 충만함을 받아들여 성결
하게 되는 만큼, 나는 ㄱ심판하는 내
손길을멈추리라.

19 그런즉나아가큰목소리로외쳐
이르기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또외치기를호산나지극히높으신하
나님의이름을찬양할지로다하라.

7ㄱ 교성 40:1.
9ㄱ 마 13:22.

10ㄱ 교성 40:1~3.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

11ㄱ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집합.

12ㄱ 고후 12:9.
13ㄱ 마 20:1~16.

ㄴ 사 52:8.
ㄷ 교성 117:7.

15ㄱ 교성 38:32; 95:8;
110:8~10.

ㄴ 교성 1:2.
ㄷ 안내선교 사업.

17ㄱ 야곱 5:61~75; 
교성 24:19.

18ㄱ 안내예수 그리스도－
심판자.



1~3, 핍박의 두려움과 세상의 염려
가복음을저버리게함.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
르노니, 나의 종 ㄱ제임스 코빌

의 마음은 내 앞에서 옳았나니, 이는
그가 내 말에 순종하기로 나와 성약
을맺었음이니라.

2 그리고 그가 즐거이 말씀을 ㄱ받
았으나, 즉시 사탄이 그를 유혹하였
고, ㄴ핍박의두려움과세상의염려가
그로 하여금 말씀을 ㄷ저버리게 하였
느니라.

3 그런즉그는내성약을깨뜨렸으
니, 나는내보기에좋을대로그에게
행하리라. 아멘.

80교리와 성약 39:20~40:3

20ㄱ 안내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21ㄱ 마 24:36.
ㄴ 조마 1:40.

23ㄱ 안내손, 안수.

ㄴ 안내은사, 성신의.
ㄷ 벧후 3:10~14.
ㄹ 계 3:3; 교성 35:15;

45:39~44.
40 1ㄱ 교성 39:7~11.

2ㄱ 막 4:16~19.
ㄴ 마 13:20~22. 

안내박해하다, 박해.
ㄷ 안내배도.

제 40 편

1831년 1월 뉴욕 주 페이에트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에게
주신계시(교회사1:145). 이계시의기록에앞서선지자는“제임스코빌이주
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의 이전의 원리와 사람들에게로 돌아갔으므로 주께
서 나와 시드니 리그돈에게 다음의 계시를 주셨다”고 기록하였다(교회사
1:145).

제 41 편

1831년2월4일오하이오주커틀랜드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를통하여교회
에 주신 계시(교회사 1:146~147). 이 당시 교회의 커틀랜드 지부는 회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다. 이 계시의 서문에 선지자는 기록하기를“회원들
은 … 비록 약간의 이상한 생각과 거짓 영이 그들 가운데 가만히 들어오기는

로모여지게되리라.
23 그리고또, 이렇게될것이라. 너

희가 물로 침례를 베푸는 자 모두에
게 너희는 ㄱ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
들은성신의ㄴ은사를받게될것이요,
또 내가 ㄷ오는 표적을 ㄹ바라보고 있
게될것이요, 또나를알게되리라.

24 보라, 내가속히오리라.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

20 나아가 물로 침례를 베풀고 내
가 ㄱ올 때를 위하여 내 앞에 길을 예
비하라.

21 이는 그때가 가까이 왔음이라.
그 ㄱ날이나 그 시를 아무도 ㄴ알지 못
하나반드시오리라.

22 그리고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
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니, 그들
은 현세와 영원에 이르기까지 내게



81 교리와 성약 41:1~9

41 1ㄱ 안내축복하다, 
축복 받은, 축복.

ㄴ 교성 56:1~4;
112:24~26.

ㄷ 신 11:26~28; 니전 2:23.
2ㄱ 안내단합.
3ㄱ 교성 42.
4ㄱ 안내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ㄴ 슥 14:9; 교성 45:59.
안내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천년
통치.

5ㄱ 마 7:24.
ㄴ 약 1:22~25; 교성 42:60.
ㄷ 교성 50:8~9. 

안내파문.
6ㄱ 마 15:26.

ㄴ 마 7:6.
7ㄱ 설명 성경을 번역함.

교성 45:60~61.
ㄴ 교성 42:71.

9ㄱ 교성 36:1.
ㄴ 교성 72:9~12;

107:68~75. 
안내감독.

ㄷ 교성 51.

4 그리고 내가 ㄱ오는 때에 나는 너
희의 ㄴ통치자가 되리라. 또 보라, 내
가 속히 오리니, 너희는 나의 율법이
지켜지게할지니라.

5 나의 율법을 ㄱ받고 ㄴ행하는 자,
그가 나의 제자니라. 그러나 나의 율
법을 받는다 말하면서 행하지 아니
하는 자, 그는 나의 제자가 아닌즉,
너희가운데서ㄷ쫓겨날지니라.

6 이는왕국의자녀에게속한것을
합당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또는 ㄱ개
들에게 주거나, ㄴ진주를 돼지 앞에
던짐이마땅하지아니함이니라.

7 그리고 또, 나의 종 조셉 스미스
이세는 생활하며 ㄱ번역할 ㄴ집 한 채
를짓게함이마땅하도다.

8 그리고 또, 나의 종 시드니 리그
돈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한, 자신에
게좋을대로생활함이마땅하도다.

9 그리고 또, 나는 나의 종 ㄱ에드워
드 파트리지를 불렀고 또 한 가지 명
령을 주노니, 그는 교회의 지지로 지
명되어교회에ㄴ감독으로성임되어야
하며, 자기의 상업을 버려 두고 자기
의온시간을교회일에ㄷ써야하며,

1~3, 장로들은 계시의 영으로써 교
회를 관리할 것임. 4~6, 참된 제자는
주의 율법을 받고 지킬 것임. 7~12,
에드워드파트리지는교회의감독으
로지명됨.

귀를기울여 들으라, 오 너희 나
의 백성들아. 곧 모든 복 가운

데서가장큰것으로내가ㄱ복을내리
기를 기뻐하는 너희 곧 나의 말을 듣
는 너희여, 주 너희 하나님이 이르노
라. 그리고나의이름을믿는다ㄴ말하
고서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너희
에게는 모든 저주 가운데서 가장 무
거운것으로내가ㄷ저주를내리리라.

2 들으라, 오 너희, 내가 부른 나의
교회의장로들아, 보라, 내가한가지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내
말에서로 ㄱ의견을같이하기위하여
함께모일지니라.

3 그리고너희신앙의기도로너희
는 나의 ㄱ율법을 받을지니, 이는 너
희로 어떻게 나의 교회를 다스리며
내 앞에서 모든 일을 올바르게 처리
하는지를알게하려함이니라.

하였으나그들이알고있는범위내에서는하나님의뜻을행하려고노력하고
있었다 … [그래서] 주께서 다음의 계시를 교회에 주셨다”라고 하였다(교회사
1:146~147).



10 내가나의율법을주게될그날
에 나의 율법 안에서 그에게 지명되
는 대로 모든 것을 돌아보아야 하느
니라.

11 이는 그의 마음이 내 앞에서 순
결함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그가 그
속에 ㄱ간사함이 없는 옛날의 ㄴ나다

1~10, 장로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마
음을 돌이킨 자에게 침례를 베풀며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을 받음.
11~12, 그들은 부름을 받아 성임되
어야 하고 경전에 있는 복음의 원리
들을 가르쳐야 함. 13~17, 그들은 영
의 권능으로 가르치고 예언해야 함.
18~29, 성도는살인, 도적질, 거짓말,
음욕, 간음, 다른사람을험담하지않
도록 명령 받음. 30~39, 재산 헌납에
관한 법이 설명됨. 40~42, 교만과 게
으름은 정죄됨. 43~52, 병자는 기름
축복을 통하여 그리고 신앙으로써
병 고침을 받아야 함. 53~60, 경전은
교회를 다스리며 또 세상에 선포되
어야 함. 61~69, 새 예루살렘의 장소
와 왕국의 비밀들이 계시될 것임.
70~73, 헌납된 재산은 교회 역원을

부양하는 데 사용되어야 함. 74~93,
음행, 간음, 살인, 도적질 및 죄의 고
백을처리하는율법이설명됨.

들으라, 오 너희, 내 이름을 믿으
며 나의 계명을 지키므로 내

이름 곧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
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주의 이름으
로함께모인나의교회의장로들아,

2 거듭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줄 ㄱ율법을 듣고 또
들으며순종하라.

3 이는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
가너희에게명한 ㄱ명령에따라함께
모여 이 한 가지 일에 뜻을 ㄴ하나로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였
은즉, 그와같이너희가받게될것임
이니라.

나엘과같음이니라.
12 이 말씀은 너희에게 주어졌고

이는 내 앞에서 순결하도다. 그런즉
이 말씀을 어떻게 여길지 조심하라.
이는 이 말씀이 심판의 날에 너희 영
혼에 응답될 것임이니라. 참으로 그
러하도다. 아멘.

82교리와 성약 41:10~42:3

11ㄱ 안내간사함.
ㄴ 요 1:47.

42 2ㄱ 교성 58:23. 

안내율법.
3ㄱ 교성 38:32.
ㄴ 마 18:19.

제 42 편

1831년2월9일오하이오주커틀랜드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를통하여주신
계시(교회사 1:148~154). 이것은 열두 장로가 출석한 가운데 받은 것으로, 이
전에 주께서“율법”이 오하이오에서 주어지리라고 하신 약속이 성취된 것이
다(제38편32절참조). 선지자는이계시를“교회의율법을담고있는것”이라
고명기하고있다(교회사1:148).



83 교리와 성약 42:4~14

4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
르노라. 내가이첫번째명령을너희
에게주노니, 나의종조셉스미스이
세와 시드니 리그돈을 제외하고 너
희 모든 사람은 나의 이름으로 나아
갈지니라.

5 또 내가 그들에게 명령을 주노
니, 그들은 잠시 동안 나아갈지니라.
그리하면 그들이 언제 돌아와야 할
지 ㄱ영의권능으로알려지리라.

6 그리고 너희는 ㄱ둘씩 짝이 되어
나의 영의 권능으로 나아가 나의 이
름으로 나의 복음을 전파하며, 나팔
소리같이 너희 음성을 높이며 하나
님의 천사들처럼 나의 말을 선포할
지니라.

7 또 너희는 나아가 물로 침례를
베풀며 이르기를, 회개하라, 회개하
라, 이는 천국이 가까이 왔음이니라
할지니라.

8 그리고이곳에서부터너희는서
쪽 지역으로 나아갈 것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을 너희가 찾게 되는
대로 모든 지역에서 나의 교회를 세
우되－

9 너희가 하나로 ㄱ모여져 너희가
나의 ㄴ백성이되며내가너희하나님
이 되도록 ㄷ새 예루살렘 ㄹ성이 언제

예비될 것인지가 높은 곳에서 너희
에게 계시될 그때가 이르기까지 그
리하라.

10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나의종 ㄱ에드워드파트리지는
내가 그에게 지명한 직책을 수행할
지니라. 그리고 이같이 되리니, 만일
그가범법하면 ㄴ다른사람이그대신
에 임명되리라. 참으로 그러하리라.
아멘.

11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권
세를가진어떤자에의해 ㄱ성임되지
아니하였거나 또 그가 ㄴ권세를 가지
고 있음과 교회의 머리된 자들에 의
해 정식으로 성임되었음이 교회에
알려져 있지 아니하면, 어떠한 자도
나의 복음을 ㄷ전파하러 나아가거나
나의 교회를 세우도록 허락되지 아
니하리라.

12 그리고 또 이 교회의 ㄱ장로, 제
사와 교사는 ㄴ복음의 충만함이 들어
있는 ㄷ몰몬경과 ㄹ성경에 있는 나의
복음의원리를ㅁ가르칠지니라.

13 그리고 그들은 성약과 교회의
신조를 지켜 준행할지니, 그들이 영
의 지시를 받는 대로 이러한 것이 그
들의가르침이될지니라.

14 그리고 영은 신앙의 ㄱ기도로써

5ㄱ 안내성신.
6ㄱ 막 6:7. 

안내선교 사업.
9ㄱ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집합.
ㄴ 슥 8:8.
ㄷ 이더 13:2~11; 

교성 45:66~71; 84:2~5;
모세 7:62; 
신개 1:10. 

안내새 예루살렘.
ㄹ 교성 57:1~2.

10ㄱ 교성 41:9~11; 124:19.
ㄴ 교성 64:40.

11ㄱ 안내부르다,
하나님에게서 부름
받은, 부름; 성임하다,
성임.

ㄴ 안내권세; 신권.
ㄷ 안내전파하다.

12ㄱ 안내장로.
ㄴ 안내복음.
ㄷ 안내몰몬경;

경전－경전의 가치.
ㄹ 안내성경.
ㅁ 모사 18:19~20; 

교성 52:9, 36. 
안내가르치다, 교사.

14ㄱ 교성 63:64. 
안내기도.



너희에게 주어지리니, 만일 너희가
ㄴ영을 받지 아니하거든 가르치지 말
지니라.

15 나의 ㄱ경전의 충만함이 주어지
기까지 너희의 가르침에 관하여 내
가명한대로이모든것을지켜준행
할지니라.

16 또 너희가 ㄱ보혜사로 말미암아
너희 목소리를 높일 때에는 나 보기
에좋을대로말씀하며예언할지니,

17 이는, 보라, 보혜사는 모든 것
을 알며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심
이니라.

18 그리고이제, 보라, 내가교회에
말하노라. ㄱ살인하지 말지니라. ㄴ살
인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
상에서도용서받지못하리라.

19 그리고또, 내가이르노니, 살인
하지말지니라. 살인하는자는 ㄱ죽을
것이니라.

20 ㄱ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도적질
하고 회개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는
쫓겨날것이니라.

21 ㄱ거짓말하지 말지니라. 거짓말
하고 회개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는
쫓겨날것이니라.

22 너는네온마음을다하여네아
내를 ㄱ사랑하여 그와 ㄴ결합하고 다
른아무와도결합하지말지니라.

23 그리고여자를보고 ㄱ음욕을품
는 자는 신앙을 부인할 것이요, 영을
가지지 못하리니, 만일 그가 회개하
지아니하면쫓겨날것이니라.

24 ㄱ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쫓겨날 것
이니라.

25 그러나 간음한 자가 자기 온 마
음을 다하여 ㄱ회개하고 이를 버리고
다시는행하지아니하면, 너는 ㄴ용서
할지니라.

26 그러나 만일 그가 ㄱ다시 행하
면, 그는 용서받지 못하고 쫓겨날 것
이니라.

27 너는네이웃을 ㄱ비방하거나그
에게아무해도끼치지말지니라.

28 너는 이러한 일에 관한 나의 율
법이 나의 경전에 주어져 있는 줄 아
나니,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
는자는ㄱ쫓겨날것이니라.

29 만일 네가 나를 ㄱ사랑하면, 나
를 ㄴ섬기고 나의 모든 ㄷ계명을 지킬
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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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ㄴ 안내성신; 가르치다,
교사－영으로 가르침.

15ㄱ 교성 42:56~58.
16ㄱ 고전 2:10~14; 

교성 68:2~4. 
안내보혜사.

18ㄱ 출 20:13~17; 
마 5:21~37; 
니후 9:35; 
모사 13:21~24; 
3니 12:21~37.

ㄴ 안내살인하다.
19ㄱ 안내사형.

20ㄱ 안내훔치다, 훔침.
21ㄱ 안내정직한, 정직;

거짓말 함.
22ㄱ 안내사랑; 결혼,

결혼하다.
ㄴ 창 2:23~24; 

엡 5:25, 28~33.
23ㄱ 마 5:28; 

3니 12:28; 
교성 63:16. 
안내탐욕.

24ㄱ 안내간음.
25ㄱ 안내회개하다, 회개.

ㄴ 요 8:3~11. 
안내용서하다.

26ㄱ 벧후 2:20~22; 
교성 82:7.

27ㄱ 안내뒷공론.
28ㄱ 안내파문.
29ㄱ 요 14:15, 21.

ㄴ 안내섬김.
ㄷ 안내순종, 순종하는,

순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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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또 보라, 너는 ㄱ가난한 자를 기
억하고, 깨뜨릴 수 없는 성약과 증서
로 그들의 ㄴ생계를 위하여 네 소유
중에서 ㄷ헌납하여네가가진것을그
들에게나누어주어야하느니라.

31 너희가너희재물을 ㄱ가난한자
에게 ㄴ나누어 주는 만큼, 너희는 그
것을 내게 행하는 것이 되리니, 그것
을 나의 교회의 ㄷ감독과 그의 보좌
들, 곧그가그목적을위하여임명할
자또는임명하여 ㄹ성별한두사람의
장로나대제사앞에둘지니라.

32 또 이렇게 될지니, 그것을 나의
교회의감독앞에둔후, 그리고그가
나의 교회의 재산 ㄱ헌납에 관한 이러
한증언, 즉나의계명에따라그것을
교회에서가져갈수없다는증언을받
고 난 후, 모든 사람은 저마다 내게
ㄴ책임을지게될지니, 곧자기자신의
재산이거나또는헌납에의해자기자
신과 ㄷ가족을 위해 충분할 만큼 그가
받은것에대한ㄹ청지기가될지니라.

33 그리고 또, 이 첫 헌납 후에 교
회의 손에나 교회에 속한 어떤 개인
들의 손에 그들의 생계에 필요한 것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이는 감독에
게헌납되어야할 ㄱ잉여물이되나니,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때때로 나누

어주기위하여간직해둘것이요, 그
리하여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이 넉
넉히 공급받고 그 필요대로 받게 할
지니라.

34 그러므로 잉여물은 내 창고에
간직해 둘지니, 이는 교회의 고등평
의회와 감독과 그의 평의회가 지정
하는 대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
게나누어주기위함이며,

35 교회의 공익을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며 예배하는 집을 건축하고
이후에 계시될 ㄱ새 예루살렘을 건설
하기위함이니라－

36 이는 내가 나의 ㄱ성전에 ㄴ올 그
날에 나의 성약의 백성이 하나로 집
합되게 하려 함이니, 나는 나의 백성
의구원을위하여이를행하노라.

37 또 이렇게 될지니,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교회에서
ㄱ쫓겨날 것이요, 그가 나의 교회의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달리 말
하면, 내게 ㄴ헌납한 것을 도로 받아
가지못할지니－

38 이는 너희가 이들 중 가장 작은
자에게 ㄱ행하는 만큼, 내게 행하는
것이됨이니라.

39 무릇 이렇게 될지니 내가 나의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한 것이 이루

30ㄱ 모사 4:16~16:26; 
앨 1:27. 
안내가난한 자.

ㄴ 안내복지.
ㄷ 안내헌납하다, 

헌납의 법.
31ㄱ 안내가난한 자.

ㄴ 모사 2:17. 
안내구제, 구제를 베풂.

ㄷ 안내감독.

ㄹ 안내성별.
32ㄱ 교성 51:4.

ㄴ 교성 72:3~11. 
안내책임지다. 책임질
수 있는, 책임질 수 있음.

ㄷ 교성 51:3.
ㄹ 안내청지기, 

청지기 직분.
33ㄱ 교성 42:55; 51:13;

119:1~3.

35ㄱ 안내새 예루살렘; 시온.
36ㄱ 말 3:1.

ㄴ 교성 36:8.
37ㄱ 교성 41:5; 50:8~9. 

안내파문.
ㄴ 헌납하다, 헌납의 법.

38 ㄱ 마 25:34~40. 
안내자애; 복지.



어질 것이라. 이는 내가 이방인 가운
데 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의 재
물 중에서 취하여 이스라엘 집에 속
한 나의 백성의 가난한 자를 위하여
성별할것임이니라.

40 그리고 또, 너는 네 마음에 ㄱ교
만하지 말지니, 네 모든 ㄴ옷은 검소
하게 하며, 그 아름다움은 네 자신의
손으로일한아름다움이되게하라.

41 그리고 모든 것을 내 앞에서 청
결한가운데행할지니라.

42 너는 게으르지 말라. 이는 ㄱ게
으른 자는 일꾼의 밥을 먹지도 말고
옷을입지도말아야할것임이니라.

43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ㄱ병이
들었는데 고침을 받을 신앙은 없으
나 믿기는 하거든, 약초와 부드러운
음식으로 따뜻이 요양받게 할 것이
니라. 그러나 그리하되 원수의 손으
로는하지말지니라.

44 그리고 교회의 장로 두 사람 또
는 그 이상을 불러 내 이름으로 그들
을 위하여 기도하며 ㄱ안수하게 할지
니, 그리고서 만일 그들이 죽으면 나
를 위하여 ㄴ죽을 것이요, 만일 그들
이살면나를위하여살것이니라.

45 너는 ㄱ사랑 안에서 함께 ㄴ생활
하고, 그리하여 너는 죽는 자들을 잃

음을 ㄷ슬퍼할지니, 특별히 영화로운
부활의 ㄹ소망을가지지못한자를위
하여더욱슬퍼할지니라.

46 또이렇게되리니, 내안에서죽
는 자들은 ㄱ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
니, 이는 죽음이 그들에게 ㄴ달 것임
이니라.

47 그러나 내 안에서 죽지 아니하
는 자들, 그들에게 화 있나니, 이는
그들의죽음이쓴까닭이니라.

48 그리고 또 이렇게 되리니, 나를
믿어 ㄱ병 고침을 받으리라는 ㄴ신앙
이있고죽기로 ㄷ정해져있지아니한
자는병고침을받으리라.

49 볼신앙을가진자는보리라.
50 들을 신앙을 가진 자는 들으

리라.
51 뛸 신앙을 가진 걷지 못하는 자

는뛰리라.
52 그리고 이러한 일을 행할 신앙

을 가지지는 아니하였으나 나를 믿
는 자는 나의 ㄱ아들이 되는 권능을
가졌나니, 그들이 나의 율법을 깨뜨
리지 아니하는 만큼, 너는 그들의 연
약함을ㄴ담당할지니라.

53 너는네 ㄱ청지기직분에충실할
지니라.

54 너는 네 형제의 옷을 취하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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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ㄱ 잠 16:5. 
안내교만.

ㄴ 안내단정.
42ㄱ 교성 68:30~32. 

안내게으른, 게으름.
43ㄱ 안내병든, 병.
44ㄱ 안내병자 축복; 

손, 안수.
ㄴ 롬 14:8; 계 14:13; 

교성 63:49.

45ㄱ 안내사랑.
ㄴ 요1 4:16, 20~21.
ㄷ 앨 28:11~12.
ㄹ 고전 15:19~22. 

안내소망.
46ㄱ 안내사망, 육체적.

ㄴ 계 14:13.
48ㄱ 안내병 고치다, 병 고침.

ㄴ 교성 46:19. 
안내신앙.

ㄷ 전 3:1~2; 
행 17:26; 
히 9:27; 
교성 122:9.

52ㄱ 안내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ㄴ 롬 15:1. 
안내우정 증진.

53ㄱ 안내청지기, 청지기
직분.



87 교리와 성약 42:55~69

며, 네 형제에게서 받는 것에 대하여
는값을지불할지니라.

55 또만일네가네생계를위한것
보다 더 많이 ㄱ얻으면, 너는 그것을
나의 ㄴ창고에넣어서내가말한대로
모든일이이루어지게할지니라.

56 너는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정
한 대로 나의 ㄱ경전이 주어지리니,
안전히ㄴ보전할지니라.

57 그것에 관하여 너는 모름지기
잠잠하고너희가완전히받기까지는
가르치지아니함이좋으니라.

58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명령을 너
희에게 주노니, 그때에 너희는 만민
에게 그것을 가르칠지니, 이는 그것
이모든 ㄱ나라와족속과방언과백성
에게가르쳐져야함이니라.

59 너는 네가 받은 것, 곧 경전 안
에 내가 네게 율법으로 준 것을 가지
고 나의 교회를 다스리는 나의 율법
으로삼을지니라.

60 그리고이에따라 ㄱ행하는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를 행하지 아
니하는 자는 그같이 계속할진대 ㄴ정
죄를받으리라.

61 만일 네가 구하면, ㄱ계시 위에
계시를, ㄴ지식 위에 지식을 받을 것
이요, 그리하여 여러 ㄷ비밀과 ㄹ평화
로운 것들을 알게 되리니－ㅁ기쁨을

가져다주는 것, 영생을 가져다주는
것을알게되리라.

62 너는 구하라. 그리하면 어디에
ㄱ새 예루살렘이 세워질지 나의 정한
때에너희에게계시되리라.

63 그리고보라, 이렇게되리니, 나
의종들은동으로또서로, 북으로또
남으로파송되리라.

64 또 이제라도 동으로 가는 자는
마음을 돌이키는 자들에게 ㄱ서쪽으
로 도망가기를 가르칠지어다. 이는
땅에닥쳐오고있는일과 ㄴ비밀결사
로인함이니라.

65 보라, 너는이모든것을준행할
지니, 그리하면네상이크리라. 이는
왕국의비밀을아는것이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세상에게는 이를 아는
것이허락되지아니하였음이니라.

66 너희는 너희가 받은 율법을 준
행하고충실할지니라.

67 그리하면 이 곳과 새 예루살렘
에서 너희를 굳게 세우기에 충분한
교회의ㄱ성약을이후에받게되리라.

68 그러므로, ㄱ지혜가 부족한 자,
그는 나에게 구할지어다. 그리하면
내가후히주고꾸짖지아니하리라.

69 너희는 마음을 들어 기뻐하라.
이는 너희에게 ㄱ왕국, 또는 다른 말
로 하면 교회의 ㄴ열쇠가 주어졌음이

55ㄱ 교성 82:17~19;
119:1~3.

ㄴ 교성 42:34; 51:13.
56ㄱ 성경 번역에 대한 언급.

교성 45:60~61.
ㄴ 안내경전－경전의 가치.

58ㄱ 교성 1:2.
60ㄱ 교성 41:5. 안내순종,

순종하는, 순종하다.

ㄴ 모세 5:15. 
안내정죄.

61ㄱ 안내계시.
ㄴ 아브 1:2. 

안내지식; 간증.
ㄷ 교성 63:23. 

안내하나님의 비밀.
ㄹ 교성 39:6.
ㅁ 안내기쁨.

62ㄱ 교성 57:1~5.
64ㄱ 교성 45:64.

ㄴ 안내비밀 결사.
67ㄱ 교성 82:11~15.
68ㄱ 약 1:5. 안내지혜.
69ㄱ 안내하나님의 왕국 또는

천국.
ㄴ 마 16:19; 교성 65:2.

안내열쇠, 신권의.



니라. 참으로그러하도다. 아멘.
70 ㄱ제사와 ㄴ교사는 회원들처럼

자신의 ㄷ청지기직분을가질지니라.
71 매사에 보좌로서 감독을 돕도

록 임명된 장로나 대제사들은 앞서
언급된 대로 가난한 자의 유익을 위
하거나 또 다른 여러 목적을 위하여
감독에게 ㄱ헌납된 재산에서 그들의
가족이부양받게해야하느니라.

72 그렇지아니하면보좌들과감독
이 최선으로 여기거나 결정한 대로
그들은 자신이 행한 모든 수고에 대
하여청지기직분으로나다른방법으
로정당한보수를받아야하느니라.

73 그리고 감독 역시 부양을 받거
나 교회에서 행한 그의 모든 수고에
대하여정당한보수를받을지니라.

74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
르노니, 너희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든지 ㄱ음행의 까닭에 자기의 배우자
를버렸으면, 또는다른말로하면만
일 그들이 마음을 지극히 낮추어 사
실이 이러함을 너희 앞에 증언하면,
너희는 그들을 너희 가운데서 쫓아
내지말지니라.

75 그러나만일어떤자들이 ㄱ간음
으로 인하여 그들의 배우자를 버렸
고 그들 자신이 범법자이며 그들의
배우자가 살아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거든, 그들은 너희 가운데서
ㄴ쫓겨날지니라.

76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너희는 ㄱ살피고조심하여자세
히 물어보아 만일 그들이 결혼하였
으면, 그러한 자를 아무도 너희 가운
데받아들이지말지니라.

77 그리고만일그들이결혼하지아
니하였으면, 그들은 자기의 모든 죄
를 회개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그들을받아들이지말지니라.

78 그리고 또, 이 그리스도의 교회
에 속한 모든 사람은 교회의 모든 계
명과성약을지켜준행할지니라.

79 그리고 이렇게 될지니, 만일 너
희가운데어떤사람들이 ㄱ살인하면,
그들은 넘겨져 그 땅의 법에 따라 처
리될 것이니라. 대저 그에게는 용서
가 없음을 기억하라. 또 그 일은 그
땅의법에따라입증될것이니라.

80 그리고 만일 어떤 남자 또는 여
자가간음을범하면, 그남자또는여
자는교회의장로두사람또는그이
상의 앞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요, 그
남자 또는 여자에 대한 모든 말은 교
회의 두 사람의 증인에 의해 입증되
게 하고 원수의 증인으로는 하지 말
지니라. 그러나 둘보다 많은 수의 증
인이있으면더좋으니라.

81 그러나 그 남자 또는 여자는 두
증인의 입으로 정죄될 것이요, 장로
들은 교회 앞에 이 사건을 상정할 것
이며, 교회는그남자또는여자에대
해서 손을 들어 그들이 하나님의 법
에따라처리되게할지니라.

88교리와 성약 42:70~81

70ㄱ 안내제사, 아론 신권.
ㄴ 안내교사, 아론 신권.
ㄷ 안내청지기, 청지기

직분.

71ㄱ 안내헌납하다, 
헌납의 법.

74ㄱ 안내음행; 성적 부도덕.
75ㄱ 안내간음.

ㄴ 안내파문.
76ㄱ 안내살펴보다, 파수꾼.
79ㄱ 안내살인하다.



89 교리와 성약 42:82~93

85ㄱ 안내훔치다, 훔침.
86ㄱ 안내정직한, 정직;

거짓말 함.
88ㄱ 안내형제들, 형제; 자매.

ㄴ 마 18:15~17.
ㄷ 안내고백하다, 고백.

90ㄱ 안내징계하다, 징계.

에게 넘기지 말고 장로들에게 넘길
지니라. 그리고 이 일은 모임 중에서
할것이요, 또그리할때세상앞에서
는하지말지니라.

90 만일 네 형제 또는 자매가 많은
사람에게 죄를 범하거든, 그 형제 또
는 자매는 많은 사람 앞에서 ㄱ징계
받을지니라.

91 또 만일 어떠한 자가 드러내어
죄를 범하거든, 그 남자 또는 여자는
드러내어꾸짖음을받아부끄러움을
당하게할것이요, 만일그남자또는
여자가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
남자 또는 여자는 하나님의 법에 넘
겨질것이니라.

92 만일 어떠한 자가 은밀한 중에
죄를 범하거든, 그 남자 또는 여자는
은밀한 중에 꾸짖음을 받아 그 남자
또는 여자가 죄를 범한 그 남자 또는
여자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죄를 고백할 기회를 가지게 할
것이요, 그리하여 교회가 그 남자 또
는 여자에 대하여 비난하는 말을 하
지않게할지니라.

93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 너희는
이같이행할지니라.

82 또 할 수 있으면 감독도 출석할
필요가있느니라.

83 그리고 너희 앞에 제소되는 모
든사건을이같이처리할지니라.

84 그리고 만일 한 남자 또는 여자
가 도적질하면 그 남자 또는 여자는
그땅의법에넘겨질것이니라.

85 그리고 만일 그 남자 또는 여자
가 ㄱ훔치면 그 남자 또는 여자는 그
땅의법에넘겨질것이니라.

86 그리고 만일 그 남자 또는 여자
가 ㄱ거짓말을 하면 그 남자 또는 여
자는그땅의법에넘겨질것이니라.

87 그리고 만일 그 남자 또는 여자
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악을 행하
면그남자또는여자는법곧하나님
의법에넘겨질것이니라.

88 그리고 만일 네 ㄱ형제 또는 자
매가 네게 ㄴ죄를 범하거든 그 형제
또는 자매를 그 형제 또는 자매와 네
사이에서만 따로 만날 것이요, 그 형
제 또는 자매가 ㄷ고백하면, 너는 화
해할지니라.

89 또만일그형제또는자매가죄
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너는 그 형제
또는 자매를 교회에 넘기되, 회원들

제 43 편

1831년 2월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
시(교회사 1:154~156). 이 당시 계시자라고 거짓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몇몇 교회 회원이 혼란을 겪었다. 선지자는 주께 물어 교회의 장로들에게 주
시는 이 말씀을 받았다. 전반부는 교회의 방침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후반부



1~7, 계시와 계명은 지명된 한 사람
을 통해서만 옴. 8~14, 주 앞에서 모
든 거룩함 가운데 행함으로써 성도
는 성결하게 됨. 15~22, 장로들은 회
개를 외치며 주의 큰 날을 위하여 사
람들을 준비시키도록 파송됨.
23~28, 주께서는 자기 자신의 음성
으로써 또 자연의 힘을 통하여 사람
을 부르심. 29~35, 복천년과 사탄의
묶임이임할것임.

오들으라, 너희, 나의 교회의 장
로들아, 내가너희에게이를말

에귀를기울이라.
2 이는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이르노니, 나의손에서 ㄱ계
명과 계시를 받도록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준자를통하여, 너희가한가
지 계명을 나의 교회를 위한 하나의
ㄴ율법으로받았음이니라.

3 그리고이를너희는분명히알지
니－만일 그가 내 안에 ㄱ거하면, 그
가 데려가질 때까지 너희를 위하여
계명과 계시를 받기로 임명되는 자
는달리아무도없느니라.

4 그러나진실로진실로내가너희
에게 이르거니와, 그를 통하지 아니
하고서는다른 ㄱ아무도이은사에임
명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은사가

그에게서 거두어지면 그는 그를 대
신하는 다른 사람을 임명할 권능 외
에는권능을가지지못할것임이라.

5 그리고 이것은 너희에게 한 율법
이될지니, 곧너희앞에나아오는어
떠한자의가르침도계시또는계명으
로받아들이지말라하는것이니라.

6 그리고이를내가너희에게줌은
너희로 하여금 ㄱ속임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하여금 그러한
것이 내게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알게하려함이니라.

7 진실로내가너희에게이르노니,
나로 말미암아 ㄱ성임되는 자는 ㄴ문
으로 들어와 내가 이전에 너희에게
말한 대로 성임되어 내가 임명한 자
를 통하여 너희가 이미 받았고 또 장
차 받게 될 그 계시들을 가르칠 것임
이니라.

8 또 이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명령을 주노니, 너희가 함께 모였을
때, 너희는 어떻게 행하여 나의 교회
를 이끌어 갈 것인지, 내가 준 나의
율법과 계명의 요점에 관하여 어떻
게행할것인지를알도록서로 ㄱ가르
치며덕을세울지니라.

9 또 이같이 너희는 나의 교회의
율법에 통달하게 되고, 또 너희가 이
미받은것으로써 ㄱ성결하게될것인

90교리와 성약 43:1~9

43 2ㄱ 안내하나님의 계명;
계시.

ㄴ 교성 42.
3ㄱ 요 15:4.
4ㄱ 교성 28:2~3.
6ㄱ 교성 46:7. 

안내속이다, 속이는,
속임.

7ㄱ 안내성임하다, 성임.
ㄴ 마 7:13~14; 

니후 9:41; 31:9, 17~18; 
3니 14:13~14; 

교성 22:1~4.
8ㄱ 교성 88:77.
9ㄱ 안내성결하게 됨.

에는장로들이세상의나라들에게주어야할경고가실려있다.



91 교리와 성약 43:10~21

즉, 너희는내앞에서모든거룩함가
운데행하도록스스로를맬지니－

10 그리하면 너희가 이를 행하는
만큼너희가받은왕국에영광이 ㄱ더
하여질 것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지
아니하는 만큼 너희가 받은 것마저
ㄴ거두어지리라.

11 너희는너희가운데있는 ㄱ죄악
을 제거하라. 내 앞에서 스스로를 성
결하게하라.

12 그리고 만일 너희가 왕국의 여
러영광을원하면, 너희는나의종조
셉 스미스 이세를 지명하고 신앙의
기도로써내앞에서그를ㄱ받들라.

13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만일 너희가 왕국의 여러 ㄱ비
밀을원하면, 그에게음식과의복, 그
리고 내가 그에게 명한 일을 완수하
기 위하여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
엇이든지마련하여주라.

14 그리고 만일 너희가 이를 행하
지아니하면, 내가나를위하여내앞
에 ㄱ정결한백성을보전할수있도록
그는 그를 영접한 자들에게 머물러
있을것이니라.

15 거듭내가이르노니, 들으라, 너
희 곧 내가 임명한 나의 교회의 장로
들아, 너희는 가르침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나의 ㄱ영의권능으로써내가
너희 손에 맡긴 것들을 사람의 자녀
들에게 ㄴ가르치기 위하여 보냄을 받
았느니라.

16 그리고너희는높은곳에서 ㄱ가
르침을 받아야 하느니라. 너희 자신
을 ㄴ성결하게하라. 그리하면너희는
내가 말한 대로 줄 수 있도록 권능을
ㄷ부여받으리라.

17 너희는들으라. 이는보라, 주의
ㄱ큰ㄴ날이가까이왔음이니라.

18 대저 주께서 하늘로부터 자기
ㄱ음성을 발하실 그 날이 오나니, 하
늘이 ㄴ진동하고 땅이 ㄷ흔들리며, 하
나님의 ㄹ나팔이길고크게울려서잠
자는 민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성
도들아, ㅁ일어나 살지어다. 너희 죄
인들아, ㅂ머물러 내가 다시 부를 때
까지 ㅅ잠잘지어다하리라.

19 그런즉 너희가 악인 가운데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너희 허리를
동이라.

20 너희 음성을 높이고 아끼지 말
라. 민족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되 늙
은이나 젊은이나 매인 자나 자유로
운자모두에게이르기를, 주의큰날
을위하여너희자신을예비하라.

21 만일 사람인 내가 나의 음성을

10ㄱ 앨 12:10.
ㄴ 막 4:25.

11ㄱ 안내죄.
12ㄱ 안내지지함, 

교회 지도자를.
13ㄱ 안내하나님의 비밀.
14ㄱ 안내순수한, 순수.
15ㄱ 안내가르치다,

교사－영으로 가르침.
ㄴ 안내선교 사업.

16ㄱ 안내영감, 영감을 주다.
ㄴ 안내성결하게 됨.
ㄷ 눅 24:49; 

교성 38:32; 95:8~9;
110:8~10.

17ㄱ 말 4:5; 
교성 2:1; 34:6~9.

ㄴ 교성 29:8. 
안내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18ㄱ 욜 2:11; 
교성 133:50.

ㄴ 욜 2:10; 3:16; 
교성 45:48.

ㄷ 교성 88:87.
ㄹ 교성 29:13; 45:45.
ㅁ 안내부활.
ㅂ 교성 76:85;

88:100~101.
ㅅ 몰 9:13~14.



높여 너희를 불러 회개하라 하므로
너희가 나를 미워하면, ㄱ우레가 땅
끝에서 그 음성을 발하여 살아 있는
모든 자의 귀에 말하여 이르기를－
회개하고 주의 큰 날을 위하여 예비
하라할그날이임할때에너희는무
슨말을하려느냐?

22 그뿐 아니라 또 번개가 동에서
서로 섬광을 그리며 살아 있는 모든
자에게 그 음성을 발하며, 듣는 모든
자의귀를울리며이르기를－너희는
회개하라. 이는 주의 큰 날이 이르렀
음이니라 하는 이 말을 할 때에 너희
는무슨말을하려느냐?

23 그리고 또, 주가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발하리니 이르기를, 들
으라. 오 너희, 땅의 민족들아, 너희
를지은저하나님의말을들으라.

24 오너희, 땅의민족들아, ㄱ암탉이
그새끼를날개아래에모음같이내가
너희를모으려한일이몇번이냐? 그
러나너희가ㄴ원하지아니하였도다!

25 내가 나의 ㄱ종들의 입으로, 또
ㄴ천사들의 성역으로, 또 내 자신의
음성으로, 또우레의음성으로, 또번
개의 음성으로, 또 폭풍우의 음성으
로, 또 지진과 큰 우박의 음성으로,
또 ㄷ기근과 각종 역병의 음성으로,

또큰나팔소리로, 또심판의음성으
로, 또 온종일 ㄹ자비의 음성으로, 또
영광과 존귀와 영생이라는 부의 음
성으로 내가 너희를 ㅁ부르고 ㅂ영원
한 구원으로 너희를 구원하려 한 일
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26 보라, 나의 분함의 진노의 잔
이 가득 차는 그 날이 이르렀도다
하리라.

27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
르노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의 말이
니라.

28 그런즉 일하라. 마지막으로 나
의 포도원에서 ㄱ일하라－마지막으
로땅의주민에게외치라.

29 대저 나의 정한 때에 내가 심판
하러 땅에 ㄱ오리니, 나의 백성은 구
속함을 받아 땅에서 나와 함께 다스
리리라.

30 이는 나의 종들의 입을 빌어 내
가말한위대한 ㄱ복천년이임할것임
이니라.

31 무릇 ㄱ사탄은 ㄴ결박당할 것이
요, 그가 다시 놓이는 때에 그는 ㄷ잠
시 동안만 다스릴 것이요, 그러고 나
면세상의ㄹ끝이오느니라.

32 또 ㄱ의롭게 사는 자는 눈 깜박

92교리와 성약 43:22~32

21ㄱ 니후 27:2; 
교성 88:90.

24ㄱ 마 23:37; 
3니 10:4~6.

ㄴ 안내거역.
25ㄱ 마 23:34. 

안내선지자.
ㄴ 교성 7:6; 130:4~5.
ㄷ 렘 24:10; 

암 4:6; 

교성 87:6; 
조마 1:29.

ㄹ 안내자비로운, 자비.
ㅁ 힐 12:2~4.
ㅂ 안내영생; 불멸의, 불멸;

구원.
28ㄱ 야곱 5:71; 교성 33:3. 

안내포도원, 주의.
29ㄱ 안내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30ㄱ 안내복천년.
31ㄱ 니전 22:26. 

안내악마.
ㄴ 교성 45:55; 84:100;

88:110.
ㄷ 계 20:3; 

야곱 5:77; 
교성 29:22.

ㄹ 안내세상－세상의 끝.
32ㄱ 안내의로운, 의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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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이에 ㄴ변화될 것이요, 땅은
불로말미암듯사라지리라.

33 또 악인은 꺼지지 않는 ㄱ불 속
으로 들어가리니, 땅에서는 아무도
그들의 종말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ㄴ심판받으러 내 앞에 나아오기까지
결코아무도알지못하리라.

34 너희는 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ㄱ구주라. 이 일들을 너희 마음에 ㄴ간
직하고 영원한 ㄷ엄숙함이 너희 ㄹ생
각에ㅁ머물러있게하라.

35 ㄱ진지하라. 나의 모든 계명을
지키라. 참으로그러하도다. 아멘.

제 44 편

1831년 2월 하순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
그돈에게주신계시(교회사1:157). 여기에제시된요구사항에순응하기위하
여교회는다가오는6월초에대회를개최하기로하였다.

1~3, 장로들은 대회에 모여야 함.
4~6, 그들은 그 땅의 법에 따라 조직
을갖추고가난한자를돌보아야함.

보라, 이같이 주가 너희, 나의 종
들에게이르노니, 나의교회의

장로들을 편지로나 다른 방법으로
동에서와 서에서, 그리고 북에서와
남에서 불러 모이게 함이 내게 필요
하도다.

2 그리고 이렇게 되리니, 그들이
충실하고 나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
는만큼, 나는그들이함께모이는그
날에 그들 위에 나의 ㄱ영을 부어 주
리라.

3 또 이렇게 될지니, 그들은 주변
지역으로 나아가 백성에게 회개를

ㄱ전파할지니라.
4 그리하면 많은 자가 ㄱ마음을 돌

이킬 것이요 그 결과 너희가 사람의
법에 ㄴ따라너희자신을조직할권능
을얻게되리니,

5 이는 너희 ㄱ원수가 너희를 다스
릴 힘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 함이요,
너희가 모든 일에 보전되게 하려 함
이요, 너희가나의율법을지킬수있
게 하기 위함이요, 나의 백성을 멸망
시키려 하는 원수의 모든 결박이 끊
어지게하기위함이니라.

6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반드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ㄱ찾아보고, 그들에게필요한도
움을 베풀어야 하나니, 이는 너희가
받은 나의 율법에 따라 만사가 이루

32ㄴ 고전 15:51~52; 
교성 63:51; 101:31. 
안내부활.

33ㄱ 마 3:12.
ㄴ 안내예수 그리스도－

심판자.
34ㄱ 안내구주.

ㄴ 조마 1:37.
ㄷ 교성 84:61; 100:7~8.
ㄹ 안내생각.
ㅁ 안내깊이 생각하다.

35ㄱ 롬 12:3; 
교성 18:21.

44 2ㄱ 행 2:17.

3ㄱ 안내전파하다.
4ㄱ 안내돌이킴, 돌이키다.
ㄴ 교성 98:5~7.

5ㄱ 니후 4:33.
6ㄱ 약 1:27. 

안내긍휼; 복지.



어지기까지 그들이 보전되게 하려

1~5,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대한 우
리의 변호자이심. 6~10, 복음은 주
앞에 길을 예비하기 위한 사자임.
11~15, 에녹과 그의 형제들을 주께
서 자기에게로 영접하셨음. 16~23,
그리스도께서 감람 산에서 주셨던
것과 같이 자신이 올 때의 징조를 계
시하셨음. 24~38, 복음은 회복될 것
이며, 이방인의때가찰것이며, 황폐
하게 하는 질병이 땅을 뒤덮을 것임.
39~47, 징조, 기이한 일 그리고 부활
이 재림에 수반할 것임. 48~53, 그리
스도께서 감람 산에 서실 것이며, 유
대인들은 그의 손과 발의 상처를 볼
것임. 54~59, 주께서 복천년 동안 다
스릴 것임. 60~62, 선지자는 신약전
서를 번역하기 시작하라는 지시를
받음. 그 일을 통하여 중요한 사실이
알려질 것임. 63~75, 성도들은 집합
하여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라는 명
을 받음. 모든 나라로부터 백성들이

그곳으로올것임.

들으라, 오 너희, ㄱ왕국이 주어
진 나의 ㄴ교회의 백성들아, 땅

의 기초를 놓고 여러 하늘과 그 곳의
모든무리를 ㄷ만든이의말을너희는
듣고 그에게 귀를 기울이라. 살며 움
직이며 존재하는 만물이 그로 인하
여지은바되었느니라.

2 그리고 또 내가 이르노니, 나의
음성을 들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ㄱ죽음이 너희를 덮칠까 하
노니, 너희가생각지아니하는 ㄴ시간
에여름이다하고 ㄷ추수가끝나도너
희영혼은구원받지못하게되리라.

3 아버지께대한ㄱ변호자가되는이
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는 아버지
앞에너희문제를변호하고있나니－

4 아뢰기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기뻐하신자요아무 ㄱ죄도범하지아
니한자가겪은 ㄴ고난과죽음을보시

함이니라. 아멘.

94교리와 성약 45:1~4

45 1ㄱ 교성 50:35.
ㄴ 안내예수 그리스도 교회.
ㄷ 렘 14:22; 

3니 9:15; 
교성 14:9. 
안내창조하다, 창조.

2ㄱ 앨 34:33~35.
ㄴ 마 24:44.
ㄷ 렘 8:20; 

교성 56:16. 
안내추수.

3ㄱ 교성 62:1. 

안내변호자.
4ㄱ 히 4:15.
ㄴ 교성 19:18~19. 

안내속죄하다, 속죄.

제 45 편

1831년3월7일오하이오주커틀랜드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를통하여교회
에 주신 계시(교회사 1:158~163). 선지자는 이 계시의 기록의 서문에서 다음
과같이서술하고있다. “백성들이이일을연구하거나신앙을품는것을방해
하기 위하여 … 교회의 이 시기에 … 많은 거짓 소문과 … 어리석은 이야기들
이 출판되고 … 유포되었다. … 그러나 성도들에게 기쁘게도 … 나는 다음 계
시를받았다”(교회사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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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소서. 당신 아들의 흘린 피를 보시
옵소서. 아버지께서친히 ㄷ영광을얻
으시려고주신자의피로소이다.

5 그러하온즉아버지여, 나의이름
을 ㄱ믿는 이 나의 형제들을 살려 주
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내게 나
아와 ㄴ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옵소
서하느니라.

6 들으라, 오 너희, 나의 교회의 백
성들아, 그리고 너희 장로들아, 함께
귀를 기울여 ㄱ오늘이라 일컬어지는
동안 나의 음성을 듣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하지말지어다.

7 대저진실로내가너희에게이르
노니, 나는 ㄱ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세상의 빛과 생명이라－어둠에
비치는 ㄴ빛이로되, 어둠이이를깨닫
지못하느니라.

8 내가나의백성에게왔으되나의
백성이나를영접하지아니하였느니
라. 그러나 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는 많은 ㄱ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ㄴ아들이 되는 ㄷ권능을 내가 주었으
며, 또 참으로 나의 이름을 ㄹ믿는 자
들에게는 ㅁ영생을 얻을 권능을 내가
주었느니라.

9 또바로이와같이나는나의 ㄱ영
원한 ㄴ성약을 세상에 보내어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게 하였고, 나의 백성
과 ㄷ이방인을 위한 ㄹ기가 되게 하여
이를 구하게 하였으며, 내 앞에 길을
예비하도록내앞에 ㅁ사자가되게하
였느니라.

10 그런즉 너희는 이에 나아오라.
오는 그와는 내가 옛날에 사람들과
더불어 그리한 것같이 이치를 논하
겠고, 또 너희에게 나의 ㄱ확고한 논
거를제시하리라.

11 그런즉 너희는 함께 들으라. 그
리고 나로 하여금 너희에게 나의 지
혜－곧 너희가 말하기를 ㄱ에녹과 그
의 형제들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의
지혜를보여주게하라.

12 그들은 땅에서 ㄱ갈라져서 내게
로 영접된 자들이니－의의 날이 이
르기까지 따로 보전된 ㄴ도성이라－
이 날을 모든 거룩한 자들이 구하였
으나 그들은 사악함과 가증함으로
말미암아그것을찾지못하였고,

13 자신들이 땅에서는 ㄱ나그네와
순례자라고백하였으나,

14 그들이 그들의 육체를 지니고
이를 찾아서 보게 되리라는 ㄱ약속을
얻었느니라.

15 그런즉 들으라, 그리하면 내가
옛날에 사람들에게 그리한 것같이

4ㄷ 요 12:28.
5ㄱ 교성 20:25; 35:2; 38:4.
ㄴ 요 3:16.

6ㄱ 히 3:13; 교성 64:23~25.
7ㄱ 계 1:8; 21:6; 교성 19:1.
ㄴ 요 1:5.

8ㄱ 안내기적.
ㄴ 안내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ㄷ 마 10:1. 안내권능.

ㄹ 안내믿음, 믿다; 신앙.
ㅁ 교성 14:7.

9ㄱ 안내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ㄴ 렘 31:31~34; 몰 5:20.
ㄷ 사 42:6; 니후 10:9~18.
ㄹ 니후 29:2.
ㅁ 말 3:1.

10ㄱ 사 41:21; 
교성 50:10~12.

11ㄱ 모세 7:69.
12ㄱ 조성,창 14:30~34; 

교성 38:4; 
모세 7:21.

ㄴ 모세 7:62~64. 
안내시온.

13ㄱ 히 11:13; 
벧전 2:11.

14ㄱ 히 11:8~13; 
모세 7:63.



내가 너희와 이치를 논하겠고, 또 너
희에게말하며예언하리라.

16 또내가나의제자들에게 ㄱ보였
던 것과 같이 이를 명백하게 보여 주
리니, 내가육체로그들앞에서서그
들에게 일러 말하되, 내가 너희 조상
들과 맺은 약속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의 구름 가운데 나의 영광 중에
올 그 날에 내가 오는 ㄴ징조에 대하
여너희가내게물었으므로,

17 무릇 너희 ㄱ영이 너희 몸을 오
랫동안 ㄴ떠나 있음을 너희가 속박으
로 여겼으므로, 내가 구속의 날과 또
한 ㄷ흩어졌던 이스라엘의 ㄹ회복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너희에게 보
여주리라.

18 자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
라 부르는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
전을 보거니와, 너희 원수들은 말하
기를 이 집이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
리라하는도다.

19 그러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황폐가 밤의 도적 같이 이
세대에게임하리니이백성은멸망당
하여모든나라가운데흩어지리라.

20 그리고 너희가 지금 보는 이 성
전은 무너뜨리우리니 돌 하나도 돌
위에남지아니하리라.

21 또 이렇게 되리니, 유대인의 이

세대는 그들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
게 말한 모든 황폐가 임하기까지 지
나가지아니하리라.

22 너희는 말하기를 ㄱ세상의 끝이
오는 줄 안다 하고 또한 말하기를 하
늘들과 땅이 없어질 것을 안다 하는
도다.

23 그리고 이에 관하여 너희는 옳
게 말하나니, 참으로 그러함이라. 그
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러한 일
들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지나가지아니하리라.

24 그리고 이를 내가 너희에게 이
른 것은 예루살렘에 관한 것이어니
와, 그날이이르면남은자들이모든
나라가운데ㄱ흩어지리라.

25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ㄱ집합되
리라. 그러나그들은 ㄴ이방인의때가
차기까지는그대로있으리라.

26 그리고 ㄱ그 날에 ㄴ전쟁과 전쟁
의소문이들릴것이요, 온땅이동요
하게 될 것이며, 사람들이 ㄷ기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말하기를 그리스
도께서 세상의 끝이 이르기까지 그
의오심을ㄹ늦추신다하리라.

27 그리고사람들의사랑이차차식
어질것이요, 죄악이성하게되리라.

28 그리고 ㄱ이방인의 때가 이를
때, 한 ㄴ빛이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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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ㄱ 마 24; 눅 21:7~36; 
조마 1.

ㄴ 안내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17ㄱ 안내영.
ㄴ 교성 138:50.
ㄷ 니전 10:12~14.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흩어짐.
ㄹ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집합.
22ㄱ 안내세상－세상의 끝.
24ㄱ 니후 25:15.
25ㄱ 느 1:9; 사 11:12~14;

니전 22:10~12; 
니후 21:12~14.

ㄴ 눅 21:24.
26ㄱ 안내마지막 날, 후일.

ㄴ 교성 87; 조마 1:23.
ㄷ 눅 21:26.
ㄹ 벧후 3:3~10.

28ㄱ 니전 15:13.
ㄴ 안내빛,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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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리니, 이는
나의복음의충만함이되리라.

29 그러나 그들은 이를 ㄱ받아들이
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빛을 깨
닫지 못하며 사람들의 ㄴ교훈으로 말
미암아 그들의 ㄷ마음을 내게서 돌이
킴이라.

30 그리고 그 세대에 이방인의 때
가차리라.

31 또 그 세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 넘치는 ㄱ재앙을 보기까지는 죽
지 아니하리니, 이는 황폐하게 하는
질병이그땅을뒤덮을것임이니라.

32 그러나 나의 제자들은 거룩한
곳에 ㄱ서서옮기우지아니하리라. 그
러나 악인 중에서는 사람들이 그들
의 음성을 높여 하나님을 ㄴ저주하고
죽으리라.

33 그리고또한곳곳에 ㄱ지진이있
겠고, 많은 황폐가 있으리라. 그래도
사람들은 내게 대하여 그들의 마음
을 완악하게 할 것이요, 그들은 ㄴ검
을 들고 서로 대적하며 서로 죽이리
라하였느니라.

34 그리고 이제 나 주가 이러한 말
을 내 제자들에게 했을 때 그들이 근
심하더라.

35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ㄱ근심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이
될 때 너희와 맺은 약속들이 이루어
질것임을너희가알것임이니라.

36 그리고 빛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는 그것이 마
치 내가 너희에게 보여 줄 비유와 같
으리니－

37 너희가 ㄱ무화과나무를 보거니
와, 너희 눈으로 보고 그 싹이 나기
시작하며 그 잎사귀가 아직 연할 때
면 너희가 말하기를 여름이 이제 가
까이왔다하는도다.

38 그들이이모든일을보게될그
날에도 이와 같으리니, 그때 그들은
그시각이가까운줄을알리라.

39 또 이렇게 되리니, 나를 ㄱ경외
하는 자는 주의 큰 ㄴ날이 임하기를
곧 ㄷ인자가오는 ㄹ징조를 ㅁ바라며기
다리리라.

40 또 그들은 징조와 기이한 일들
을 보리니, 이는 그러한 것이 위로는
하늘에서와 아래로는 땅에서 보일
것임이라.

41 또 그들은 피와 ㄱ불과 연기의
안개를보리라.

42 또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ㄱ해
가어두워지고, 달은피로변하며, 별
들이하늘에서떨어지리라.

29ㄱ 요 1:5.
ㄴ 교성 3:6~8; 46:7; 

조역 1:19.
ㄷ 마 15:8~9.

31ㄱ 교성 5:19~20;
97:22~25.

32ㄱ 교성 101:21~22, 64.
ㄴ 계 16:11, 21.

33ㄱ 교성 43:18; 88:87~90.
ㄴ 교성 63:33.

35ㄱ 마 24:6.
37ㄱ 막 13:28; 

눅 21:29~31.
39ㄱ 교성 10:55~56. 

안내두려움－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순종,
순종하는, 순종하다.

ㄴ 안내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ㄷ 안내인자.

ㄹ 안내표적, 시대의.
ㅁ 벧후 3:10~13; 

교성 35:15~16; 
모세 7:62.

41ㄱ 교성 29:21; 97:25~26.
42ㄱ 욜 2:10; 

계 6:12; 
교성 88:87; 133:49.



43 또 남은 자들은 이 곳에 모이게
되리라.

44 그리고그때에그들은나를바라
며기다리리니, 보라, 내가오리라. 그
리고 그들은 권능과 큰 ㄱ영광으로 옷
을입고모든거룩한천사들과더불어
하늘의 구름 가운데 있는 나를 보리
라. 그리고ㄴ깨어서나를기다리지아
니하는자는끊어버림을당하리라.

45 그러나 주의 팔이 떨어지기 전
에 한 천사가 자기 ㄱ나팔을 불 것이
요, 잠자던 성도들이 ㄴ구름 가운데
있는나를맞으러ㄷ나아오리라.

46 그런즉만일너희가 ㄱ평안히잤
으면 너희는 복이 있나니, 이는 너희
가 지금 나를 보고 내가 존재함을 아
는 것같이 참으로 그와 같이 너희가
내게로 ㄴ나아와 너희 영혼이 ㄷ살게
될 것이요, 너희 구속이 완전하게 될
것임이라. 그리고 성도들은 땅의 사
방에서나아오리라.

47 그러고 나면 주의 ㄱ팔이 열국
위에떨어지리라.

48 그러고 나서 주가 자기 발을 이
ㄱ산 위에 디디리니, 이 산은 둘로 갈
라질것이요, 땅은 ㄴ요동하며이리저
리 흔들릴 것이요, 여러 하늘도 또한
ㄷ진동하리라.

49 또 주가 그의 음성을 발하리니,
땅의모든끝이이를들을것이요, 땅
의나라들이 ㄱ애통할것이며, 비웃던
자들이자기들의어리석음을깨달으
리라.

50 그리고 재앙이 조롱하는 자를
뒤덮을 것이요, 멸시하는 자가 소멸
될 것이요,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
들이찍혀불속에던져지리라.

51 그 후에 ㄱ유대인들이 나를 ㄴ바
라보고 말하기를, 당신의 손과 당신
의 발에 있는 이 상처들은 무엇이니
이까하니,

52 그때야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리라.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상처들은 내가 나의 친구들 집에
서 입은 ㄱ상처니라. 나는 들리웠던
자니라. 나는 ㄴ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라할것임이니라.

53 그때 그들은 자기들의 죄악으
로 말미암아 ㄱ울 것이요, 그때 그들
은자기들의 ㄴ왕을핍박한까닭에애
곡하리라.

54 그러고 나서 ㄱ이방 나라들이
구속함을 받을 것이요, 율법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첫째 ㄴ부활에 참여하
리니, 그들에게는 ㄷ견딜만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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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ㄱ 안내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ㄴ 마 24:43~51; 
막 13:32~37.

45ㄱ 교성 29:13; 43:18.
ㄴ 살전 4:16~17.
ㄷ 교성 88:96~97. 

안내부활.
46ㄱ 앨 40:12.

ㄴ 사 55:3.

ㄷ 안내영생.
47ㄱ 교성 1:12~16.
48ㄱ 슥 14:4.

ㄴ 교성 43:18; 88:87.
ㄷ 욜 3:16; 

교성 49:23.
49ㄱ 교성 87:6.
51ㄱ 안내유대인.

ㄴ 슥 12:10.
52ㄱ 슥 13:6.

ㄴ 안내십자가에 달림.
53ㄱ 계 1:7.

ㄴ 눅 23:38; 
요 19:3, 14~15.

54ㄱ 겔 36:23; 39:21.
ㄴ 안내부활.
ㄷ 교성 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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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리라.
55 그리고 ㄱ사탄은 ㄴ묶이리니, 이

에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거할
곳을가지지못하리라.

56 그리고 내가 나의 영광 중에 올
그 ㄱ날에 내가 열 ㄴ처녀에 관하여 말
한비유가이루어지리라.

57 무릇 슬기로우며 ㄱ진리를 받아
들이고 성령을 자기들의 ㄴ인도자로
삼아 ㄷ속임을 받지 아니한 자는－진
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
은찍혀 ㄹ불속에던져지지아니하고
그날을견디리라.

58 그리고ㄱ땅이그들에게ㄴ기업으
로 주어지리니, 그들은 번성하고 점
점 강하여 질 것이요, 그들의 자녀는
죄없이ㄷ자라나ㄹ구원에이르리라.

59 이는 주가 그들 ㄱ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있을
것이며, 그가그들의왕과 ㄴ입법자가
될것임이니라하였더라.

60 그리고이제보라, 내가네게이
르노니, ㄱ신약전서가 번역되기까지
는이편에관하여더이상아는것이
너에게 허락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가운데이모든것이알려지리라.

61 그런즉 내가 네게 허락하노니,
너희는이제그것을번역해도좋으니
라. 그리하여 장차 임할 일에 대하여
너희가준비가되어있도록할지어다.

62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
르노니, 큰일들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음이니라.

63 너희가외국에있는 ㄱ전쟁에대
하여 듣거니와,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전쟁이 가까이 곧 너희 문
앞에 이르렀고 이제부터 여러 해가
지나지 아니하여 너희는 너희 나라
안의전쟁에대하여듣게되리라.

64 이러므로 나 주가 말하기를, 너
희는 ㄱ동쪽 땅으로부터 나와서 집합
하라. 너희나의교회의장로들아, 너
희는 함께 모이라. 너희는 서쪽 지방
으로 나아가라. 그 주민을 불러 회개
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는
만큼, 나를위하여교회를세우라.

65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너희
재물을 모아 이후에 너희에게 정해
줄 기업을 ㄱ구입할 수 있도록 하라
하였느니라.

66 그리하면 그 곳은 ㄱ새 예루살
렘, ㄴ평화의 ㄷ땅, ㄹ피난의도시, 지극

55ㄱ 안내악마.
ㄴ 계 20:2; 

니전 22:26; 
교성 43:31; 88:110.

56ㄱ 안내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ㄴ 마 25:1~13; 
교성 63:54.

57ㄱ 안내진리.
ㄴ 안내성신.
ㄷ 조마 1:37.
ㄹ 교성 29:7~9; 63:34;

64:23~24; 101:22~25.

58ㄱ 안내복천년.
ㄴ 마 5:5.
ㄷ 교성 63:51; 101:29~31.
ㄹ 안내구원.

59ㄱ 교성 29:11; 104:59.
ㄴ 창 49:10; 

슥 14:9; 
교성 38:21~22.

60ㄱ 안내조셉 스미스
역(조성). 또한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의
발췌문 참조.

63ㄱ 교성 38:29; 

87:1~5; 130:12.
64ㄱ 교성 42:64.
65ㄱ 교성 63:27.
66ㄱ 이더 13:5~6; 

모세 7:62; 
신개 1:10. 
안내새 예루살렘; 시온.

ㄴ 안내평화.
ㄷ 교성 57:1~3.
ㄹ 사 4:6; 

교성 115:6.



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를 위한 안
전한장소라일컬어지리라.

67 그리고 ㄱ주의 영광이 그 곳에
있을 것이요, 주의 두려움도 또한 그
곳에 있을 터인즉, 악인이 그리로 오
지 아니할 것이요, 그 곳은 시온이라
일컬어지리라.

68 또 악인 가운데서는 이렇게 되
리니, 자기 이웃을 대적하여 검을 들
고자 아니할 모든 사람은 안전을 위
하여시온으로도망해야만하리라.

69 또 하늘 아래 모든 나라로부터
그 곳으로 ㄱ모이리니, 서로 싸우지
않는유일한백성이되리라.

70 또 악인들 가운데서는 이야기
하기를 시온을 대적하여 싸우러 올
라가지 말자. 이는 시온의 주민은 두
려운즉, 우리가 감히 대항할 수 없음
이니라하리라.

71 또 이렇게 되리니, 의인은 모
든 나라 가운데서 모아지고 영원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시온에 이르

1~2, 장로들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
로모임을사회할것. 3~6, 진리를구

하는 자는 성찬식 모임에서 배제되
어서는아니됨. 7~12, 하나님께구하

리라.
72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

르노니, 내게 필요할 때까지 이 일들
을 세상에 널리 나아가게 하지 말지
니, 그리하여 백성이 보는 가운데 그
리고 너희 원수가 보는 가운데 너희
가 이 일을 성취할 수 있게 하며, 내
가 너희에게 명한 일을 너희가 성취
하기까지 그들이 너희의 일을 알지
못하게하라.

73 이는 그들이 이를 알게 될 때에
는 그들로 이러한 일을 깊이 생각하
게하려함이니라.

74 이는 주가 나타날 때에 그는 그
들에게 ㄱ두렵게 되어 두려움이 그들
을 사로잡게 할 것이요, 그들은 멀리
떨어져서서떨게될것임이니라.

75 그리고 모든 나라는 주의 두려
움과 그의 능력의 힘으로 말미암아
무서워하리라. 참으로 그러하리라.
아멘.

100교리와 성약 45:67~75

67ㄱ 교성 64:41~43;
97:15~18. 
안내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69ㄱ 신 30:3; 

렘 32:37~39; 

교성 33:6.
74ㄱ 습 2:11.

제 46 편

1831년3월8일오하이오주커틀랜드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를통하여교회
에 주신 계시(교회사 1:163~165). 이렇듯 교회 초창기에는 교회 예배 모임의
사회에대한통일된형식이아직갖추어지지않았었다. 그러나회원과열성적
인구도자만을성찬식이나다른모임에참석하도록허용하는관습이어느정
도 일반화되어 있었다. 이 계시는 모임을 관리하고 사회하는 문제에 관한 주
의뜻을나타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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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리고 영의 은사를 구하라.
13~26, 이들 은사 중 일부가 열거됨.
27~33,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영의
은사를분별하는능력이주어짐.

들으라, 오 너희 나의 교회의 백
성들아, 이는 진실로 내가 너

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ㄱ유익과 배
움을 위하여 이러한 것을 너희에게
말하였음이니라.

2 그러나기록된그러한것에도불
구하고 나의 교회의 ㄱ장로들에게는
그들이 성령에 의하여 지시되고 인
도되는 대로 모든 모임을 ㄴ사회하는
일이 처음부터 항상 주어져 왔고 앞
으로도언제까지나주어지리라.

3 그러할지라도 너희는 세상 앞에
서 열리는 너희의 공공집회에서 어
떠한 자도 결코 ㄱ내어 쫓지 말 것을
명령받았느니라.

4 너희는또한너희성찬모임에서
ㄱ교회에속한어떠한자도내어쫓지
말 것을 명령받았도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누가 범법하였거든 그가 화
해를이루기전에는그로 ㄴ취하지못
하게하라.

5 그리고또내가너희에게이르노
니, 너희는 왕국을 간절히 구하고 있
는 자이면 아무도 너희 성찬 모임에

서 내어 쫓지 말지니라－나는 교회
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에 관하여 이
를말하노라.

6 그리고 또 내가 너희의 ㄱ확인 모
임에 관하여 너희에게 이르노니, 교
회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있더라도
왕국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자이면,
너희는그들을내어쫓지말지니라.

7 그러나모든일에있어서너희는
후히주시는하나님께 ㄱ구할것을명
령받았나니, 영이 너희에게 증거 하
는 바를 참으로 그와 같이 너희가 온
전히 ㄴ거룩한 마음으로 행하되, 내
앞에서 올바르게 걸으며, 너희 구원
의 종말을 ㄷ생각하면서 기도와 ㄹ감
사함으로 만사를 행하기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악한 영들이나 ㅁ악마의
교리나사람들의 ㅂ계명에 ㅅ미혹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는 어떠한 것은
사람에게서 왔고 어떠한 것은 악마
에게서왔음이니라.

8 그런즉너희가속임을당하지않
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너희가 속지
않도록 가장 좋은 은사들을 간절히
ㄱ구하되, 무엇을위하여그러한것이
주어지는지를항상기억하라.

9 대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
거니와, 그러한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또

46 1ㄱ 딤후 3:16~17.
2ㄱ 앨 6:1.
ㄴ 모로 6:9; 

교성 20:45.
3ㄱ 3니 18:22~25. 

안내우정 증진.
4ㄱ 안내예수 그리스도

교회.
ㄴ 3니 18:26~32. 

안내성찬.
6ㄱ 설명 최근 침례를 받은

자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7ㄱ 약 1:5~6; 
교성 88:63.

ㄴ 안내거룩함.
ㄷ 안내깊이 생각하다.
ㄹ 시 100; 

앨 34:38. 
안내감사한, 감사,
감사드림.

ㅁ 안내악마.
ㅂ 교성 3:6~7; 45:29.
ㅅ 딤전 4:1~4; 

교성 43:5~7.
8ㄱ 고전 12:31.



그같이행하기를구하는자의유익을
위하여 주어지나니, 이는 내게 구하
거나 간구하되 자신의 욕망에 ㄱ써버
리려고 ㄴ표적을 구하지 아니하는 모
든자로유익을얻게하려함이니라.

10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
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가 교회에 주
어지는 그 ㄱ은사들이 무엇인지 항상
기억하며, 항상너희 ㄴ마음에간직하
기를원하노라.

11 무릇 모두가 다 모든 은사를 받
는것이아니니, 이는많은은사가있
고또 ㄱ각사람에게는하나님의영으
로한가지은사가주어짐이니라.

12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주어
지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다른 것이
주어지나니, 이는 모두가 그로써 유
익을얻게하려함이니라.

13 어떤 이들에게는 성신으로 말
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가 세상의 죄를 위하
여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ㄱ알게 해
주느니라.

14 다른 이들에게는 그들의 말을
ㄱ믿게 해 주나니, 이는 만일 그들이
계속하여 충실하면 그들도 또한 영
생을얻게하려함이니라.

15 그리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주
가 원하는 바에 따라, 사람의 자녀들
의상태에따라그의자비를적합하게

하여, 동일한 주를 기쁘게 하는 대로,
ㄱ여러 가지 다른 직분이 있음을 아는
것이성신에의하여주어지느니라.

16 그리고 또, 성신으로 말미암아
어떤이들에게는역사하심의다양함
과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를알게해주나니, 이는영의나타내
심을 각 사람에게 주어 그로써 유익
을얻게하려함이니라.

17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
게 이르노니,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
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ㄱ지혜의 말씀
이주어지느니라.

18 다른 이에게는 ㄱ지식의 말씀이
주어지나니, 이는 모두가 가르침을
받아 지혜롭게 되고 지식을 가지게
하려함이니라.

19 그리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병
고침을받는ㄱ신앙을가지게해주며,

20 다른이들에게는 ㄱ병고치는신
앙을가지게해주느니라.

21 그리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ㄱ기적을행함이주어지며,

22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는 ㄱ예언
함이주어지며,

23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는 영들
을ㄱ분별함이주어지느니라.

24 그리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ㄱ방언으로말함이주어지며,

25 그리고 다른 이에게는 방언을

102교리와 성약 46:10~25

9ㄱ 약 4:3.
ㄴ 안내표적.

10ㄱ 고전 14:12. 
안내은사, 영의.

ㄴ 안내생각.
11ㄱ 고전 12:4~11.
13ㄱ 안내간증.

14ㄱ 3니 12:2. 
안내믿음, 믿다.

15ㄱ 모로 10:8.
17ㄱ 모로 10:9. 

안내지혜.
18ㄱ 안내지식.
19ㄱ 교성 42:48~52. 

안내신앙.
20ㄱ 안내병 고치다, 병 고침.
21ㄱ 안내기적.
22ㄱ 안내예언, 예언하다.
23ㄱ 모세 1:13~15.
24ㄱ 안내방언의 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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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함이주어지느니라.
26 그리고 이 모든 ㄱ은사는 ㄴ하나

님의 자녀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에게서오느니라.

27 그리고교회의 ㄱ감독에게와, 하
나님이 지명하고 성임하여 교회를
보살피게 하고 교회의 장로가 되게
할자들에게는그모든은사를 ㄴ분별
함이 주어지리니, 이는 너희 가운데
공언을 하나 실상은 하나님에게서
말미암지 아니한 자가 없게 하려 함
이니라.

28 또 이렇게 되리니, ㄱ영으로 간
구하는자는영으로받게되리라.

29 이는 어떤 이들에게는 그 모든
은사를 갖게 하여 주어, 머리된 자가

1~4, 존 휘트머는 교회의 역사를 기
술하며선지자를위하여기록하도록
지정됨.

보라, 나의 종 존은 다른 직책에
부름을 받을 때까지 정규 ㄱ역

사를 기술하고 기록하며, 네게 주어
질모든것을필기하여너나의종조
셉을도움이내게필요하도다.

2 또,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는또한합당한때언제나모임에서
그의목소리를높일수있느니라.

있게 하여, 이로 말미암아 모든 회원
이유익을얻게하려함이니라.

30 ㄱ영으로 ㄴ간구하는 자는 ㄷ하나
님의 뜻에 따라 간구하나니, 그런즉
그가간구하는대로이루어지느니라.

31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영으로 행
하는 모든 일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행해져야하느니라.

32 그리고 너희가 받는 어떠한 축
복에 대해서도 너희는 반드시 영으
로하나님께ㄱ감사드려야하느니라.

33 그리고 너희는 모름지기 내 앞
에서 끊임없이 ㄱ덕과 ㄴ거룩함을 실
천하여야 하느니라. 참으로 그러하
도다. 아멘.

26ㄱ 모로 10:8~19.
ㄴ 안내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27ㄱ 안내감독.

ㄴ 안내분별의 은사.
28ㄱ 교성 88:64~65.

30ㄱ 안내성신.
ㄴ 교성 50:29.
ㄷ 니후 4:35.

32ㄱ 대상 16:8~15; 
살전 1:2; 
앨 37:37; 

교성 59:7, 21. 
안내감사한, 감사,
감사드림.

33ㄱ 안내덕.
ㄴ 안내거룩함.

47 1ㄱ 교성 69:2~8; 85:1~2.

제 47 편

1831년3월8일오하이오주커틀랜드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를통하여주신
계시(교회사 1:166). 이 시기 이전에는 올리버 카우드리가 교회 역사가 겸 기
록자로 일했다. 존 휘트머는 역사가로 임명되기를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직책을 맡아 봉사하도록 요청을 받고 이 일에 있어 주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미 선지자의 서기로 봉사하여 뉴욕 주 페이에트 지역에서
받은많은계시를기록했었다.



1~3, 오하이오 주에 있는 성도들은
자기 토지를 형제들과 나누어야 함.
4~6, 성도들은 토지를 구입하여 도
시를 건설하고 그들의 감리역원의
권고에따라야함.

현재로서는너희가 너희의 사정
에 적합한 대로 너희가 거주하

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할 필요가 있
느니라.

2 그리고너희에게토지가있는만
큼, 너희는동부의형제들에게 ㄱ나누
어줄지니라.

3 또 너희에게 토지가 없는 만큼,
그들로하여금현재로서는그들에게
좋게 여겨지는 대로 이 주변 지역에
서 구입하게 할지어다. 이는 당분간
살 곳이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함이
니라.

4 너희가 저축할 수 있는 모든 돈

3 그리고 또, 내가 네게 이르거니
와, 교회 기록과 역사를 계속하여 기
록하는 일이 그에게 임명되리니, 이
는 내가 올리버 카우드리를 다른 직
책에임명하였음이니라.

4 그런즉 그가 충실한 만큼, ㄱ보혜
사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
는 것이 그에게 주어지리라. 참으로
그러하리라. 아멘.

을 저축하며, 의로운 가운데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음이 반드시 필요
하나니, 이는 장차 기업을 위한 땅
ㄱ곧 그 도시를 ㄴ구입할 수 있게 하려
는것이니라.

5 그장소는아직계시될것이아니
나, 너희형제들이동쪽에서온후ㄱ어
떤사람들을지명할것이요, 그들에게
그장소를ㄴ알게해주리니, 곧그들에
게그장소가계시될것이니라.

6 그들은 토지를 구입하고 또 그
ㄱ도시의 기초를 놓는 일을 시작하도
록 지명될지니, 그때 너희는 각자 자
기 ㄴ가족에 따라, 자신의 형편에 따
라, 그리고너희가이미받았고또이
후에 받게 될 율법과 계명에 좇아 교
회의제일회장단과감독이자신에게
정해 주는 대로 너희 가족과 함께 집
합하기 시작할지니라. 참으로 그러
하도다. 아멘.

104교리와 성약 47:3~48:6

4ㄱ 안내보혜사, 성신.
48 2ㄱ 안내복지.
4ㄱ 교성 42:35~36;

45:65~67.
ㄴ 교성 57:4~5.

5ㄱ 교성 57:6~8.

ㄴ 교성 57:1~3.
6ㄱ 안내새 예루살렘.
ㄴ 교성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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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년 3월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
시(교회사 1:166~167). 선지자는 성도들이 정착하기 위한 토지 획득의 절차
방식에관하여주께물었다. 오하이오주에집합하라는주의명령에순종하여
교회 회원이 미국 동부에서 이주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은 중요한 문
제였다(37:1~3; 45: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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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과
시는 그가 오실 때까지 알려지지 아
니할것임. 8~14, 사람이구원을얻기
위하여서는회개하고복음을믿고의
식에 순종해야 함. 15~16, 결혼은 하
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것임. 17~21,
육류를 먹는 것은 용인됨. 22~28, 재
림 전에 시온이 번성할 것이며 레이
맨인이장미꽃처럼피어날것임.

나의 종 시드니와 팔리와 레먼
아, 내말을들으라. 대저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노
니, 너희는가서너희가받은나의복
음을 너희가 받은 그대로 셰이커교
도에게 ㄱ전파하라.

2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진리를 부분적으로 알기 원
하나 모두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이는 그들이 내 앞에서 ㄱ올바
르지 아니하며, 반드시 회개해야 함
이니라.

3 그런즉 나는 너희 곧 나의 종 시
드니와 팔리를 보내어 복음을 그들
에게전파하게하노라.

4 그리고 나의 종 레먼도 이 일에
성임될지니, 이는 그가 그들과 이치
를 논하되 그들에게서 받은 것에 따
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너희 나의 종
들이그에게 ㄱ가르침을주는것에따
라 그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렇
게 함으로써 나는 그를 축복하려니
와, 그렇지 아니하면 그는 번성하지
못하리라.

5 이같이 주가 이르노라. 나는 하

49 1ㄱ 안내전파하다. 2ㄱ 행 8:21. 4ㄱ 안내복음;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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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년 3월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시드니
리그돈, 팔리 피 프랫, 그리고 레먼 코플리에게 주신 계시(교회사 1:167~169).
(어떤 역사 자료에는 이 계시의 날짜가 1831년 5월로 되어 있다.) 레먼 코플리
는복음을받아들였으나아직도그가전에속해있던셰이커교(그리스도재현
신자 연합회)의 가르침을 일부 고수하고 있었다. 셰이커교의 믿음 몇 가지를
열거한다면, 그리스도의재림은이미일어났고그는앤리라는여자의모습으
로나타났으며, 물에의한침례는필수적인것으로간주되지아니하였고, 돼지
고기를 먹는 것을 특별히 금하며, 많은 자들이 어떠한 육류도 먹지 않았으며,
독신생활이 결혼보다 고귀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 계시의 서문에서 선지자
는 기록하기를“이 문제에 관하여 더욱 완전한 이해를 얻기 위하여 나는 주께
물었고다음의내용을받았다”고하였다(교회사1:167). 이계시는셰이커교도
의몇가지기본개념을반박하고있다. 앞에언급된형제들이이계시의사본
을가지고셰이커공동체(오하이오주클리블랜드근처) 로가서그전부를그
들에게읽어주었으나그들은이를거부하였다.



나님이요, 세상의 ㄱ구속을위하여나
의 독생자를 세상에 ㄴ보냈고, 그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ㄷ정죄
를받을것으로정하였노라－

6 이에그들은그들이원하는대로
ㄱ인자에게 행하였고, 그는 그의 ㄴ영
광의 ㄷ오른편에 자기 권능을 취하고
이제 하늘에서 다스리며, 또 모든 원
수를 자기 ㄹ발 아래 두려고 땅에 내
려올 때까지 다스릴 것이라, 그때가
가까이왔느니라－

7 나주하나님이이를말하였느니
라. 그러나그시와그 ㄱ날을아는사
람은 아무도 없으며, 하늘에 있는 천
사도 알지 못하나니, 그가 올 때까지
알지못하리라.

8 그런즉나는모든사람이회개하
기를 원하노니, 이는 내가 나 스스로
를 위하여 보전하여 둔 자 곧 너희가
알지 못하는 ㄱ거룩한 사람들을 제외
하고는모두가ㄴ죄아래있음이니라.

9 그런즉내가너희에게이르노니,
나는나의영원한 ㄱ성약곧태초부터
있던것을너희에게보내었느니라.

10 또 내가 약속한 것을 나는 그대

로 이루었나니 땅의 ㄱ민족들이 이에
ㄴ절할것이로되, 스스로하지아니하
면 그들은 떨어지게 되리니 이는 지
금스스로높아진자는권능으로 ㄷ낮
추어질것임이니라.

11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노니, 너희는 이 백성 가운
데 ㄱ가서 그 이름이 베드로였던 옛날
의나의사도처럼그들에게이르기를,

12 주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그는
한때 땅에 계셨고 또 장차 오실 분이
요, 시작과끝이되시나니,

13 ㄱ회개하고죄사함을위하여거
룩한 계명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침례를받으라.

14 누구든지 이를 행하는 자는 교
회의 장로들의 ㄱ안수로써 성신의
ㄴ은사를받으리라하라.

15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
게 이르노니, 결혼을 ㄱ금하는 자는
누구든지하나님에게서성임된자가
아니니, ㄴ결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여주신것임이니라.

16 그런즉남자가한 ㄱ아내를취하
여 그들 둘이 ㄴ한 몸을 이룸은 적법
한 일이니, 이 모든 것은 ㄷ땅이 그 창

106교리와 성약 49:6~16

5ㄱ 안내구속하다,
구속받은, 구속; 구속주.

ㄴ 요 3:16~17; 
교성 132:24. 
안내예수 그리스도－
권세.

ㄷ 안내정죄.
6ㄱ 안내인자.
ㄴ 안내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ㄷ 행 7:55~56; 

교성 76:20~23.
ㄹ 고전 15:25; 교성 76:61.

7ㄱ 마 24:36; 막 13:32~37;
계 16:15; 교성 133:11.

8ㄱ 히 13:2; 
3니 28:25~29.

ㄴ 갈 3:22; 
모사 16:3~5.

9ㄱ 창 17:7; 교성 66:2. 
안내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10ㄱ 슥 2:11; 교성 45:66~69;
97:18~21.

ㄴ 사 60:14.
ㄷ 마 23:12.

11ㄱ 안내선교 사업.
13ㄱ 3니 27:19~20.
14ㄱ 안내손, 안수.

ㄴ 안내은사, 성신의.
15ㄱ 딤전 4:1~3.

ㄴ 창 2:18, 24; 
고전 11:11. 
안내결혼, 결혼하다.

16ㄱ 야곱 2:27~30.
ㄴ 창 2:24; 마 19:5~6.
ㄷ 안내지구－사람을 위해

창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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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목적에부응하게하려함이요,
17 또 세상이 ㄱ지음을 받기 ㄴ전의

사람의 창조에 따라 그 수로 가득 차
게하려함이니라.

18 그리고 누구든지 ㄱ육식을 삼가
도록 ㄴ금하며사람이고기를먹지말
아야 하리라 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서성임된자가아니니라.

19 이는 보라, 들의 ㄱ짐승과 공중
의 새와 또 땅에서 나는 것은 사람이
음식과 의복으로 사용하고 또 풍성
히가지도록정하여진것임이니라.

20 그러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
다더많이 ㄱ소유하는일은허락되지
아니하나니, 이러므로 ㄴ세상이죄가
운데놓여있느니라.

21 그리고필요없이 ㄱ피를흘리거
나 고기를 낭비하는 사람에게 화 있
도다.

22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
게 이르노니, 인자는 여자의 모습이
나 지상을 여행하는 남자의 모습으
로ㄱ오지아니하느니라.

23 그런즉 ㄱ속지말고계속하여굳

건하며,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술 취
한 자처럼 요동하며 이리저리 흔들
리고, ㄴ골짜기가 높아지고 ㄷ산들이
낮아지며 거친 곳이 평탄하게 되기
를 ㄹ바라보라－천사가자기 ㅁ나팔을
불때에이모든일이이루어지리라.

24 그러나 주의 큰 날이 이르기 전
에 ㄱ야곱이광야에서번성하며, 레이
맨인이장미처럼ㄴ피어나리라.

25 시온은 ㄱ작은 산 위에서 ㄴ번성
하며, 산위에서기뻐할것이요, 내가
정한곳으로함께모이리라.

26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나아가라.
너희 모든 죄를 회개하라. ㄱ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너희에게열리리라.

27 보라, 내가너희에앞서갈것이
요, 또 너희의 ㄱ후군이 되리라. 또 내
가 너희 ㄴ가운데 있으리니, 너희가
ㄷ패배당하지아니하리라.

28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니라.
또 내가 ㄱ속히 오리라. 참으로 그러
하리라. 아멘.

17ㄱ 모세 3:4~5. 
안내창조하다, 창조.

ㄴ 안내전세.
18ㄱ 창 9:3; 딤전 4:1~3.

ㄴ 설명 삼가 하도록
말하다.

19ㄱ 교성 89:10~13.
20ㄱ 행 4:32; 

교성 51:3; 70:14; 78:6.
ㄴ 안내세상적인 것.

21ㄱ 조성,창 9:10~15.

22ㄱ 안내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23ㄱ 마 24:4~5.
ㄴ 사 40:4; 

교성 109:74.
ㄷ 미 1:3~4.
ㄹ 벧후 3:12; 

교성 45:39.
ㅁ 마 24:29~31.

24ㄱ 3니 5:21~26.
ㄴ 사 35:1; 니후 30:5~6;

3니 21:22~25; 
교성 3:20; 109:65.

25ㄱ 창 49:26; 
니후 12:2~3.

ㄴ 교성 35:24.
26ㄱ 교성 88:63.
27ㄱ 사 52:12.

ㄴ 3니 20:22.
ㄷ 벧전 2:6; 

교성 84:116.
28ㄱ 교성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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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많은 거짓 영들이 땅에 널리 퍼
져있음. 6~9, 위선자들과 교회에서
끊어버림을 당한 자들에게 화 있을
것임. 10~14, 장로들은 영으로써 복
음을 전파해야 함. 15~22, 전하는 자
와 듣는 자 양측 모두 영으로써 깨우
침을 받을 필요가 있음. 23~25, 교화
를 이루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 말
미암은 것이 아님. 26~28, 충실한 자
는 모든 것의 소유자임. 29~36, 정결
하게 된 자의 기도는 응답됨. 37~46,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시요, 이스라
엘의반석이심.

들으라, 오 너희, 나의 교회의 장
로들아, 그리고 살아 계신 하

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
고 교회에 관하여 그리고 땅에 널리
퍼져 있는 영들에 관하여 너희가 내
게 물었고 뜻이 일치된 바에 따라 너
희에게 주어질 지혜의 말씀에 주의
를기울이라.

2 보라, 진실로내가너희에게이르
노니, 땅에 나아가 있으면서 세상을
속이는ㄱ거짓영이많이있느니라.

3 또한ㄱ사탄은너희를넘어뜨리고
자너희를속이기를구하였느니라.

4 보라, 나 주는 너희를 보아 왔으
며, 나의 이름을 ㄱ고백하는 교회 안
에있는가증함을보았느니라.

5 그러나살든지죽든지, 충실하며
ㄱ견디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영생을상속할것임이니라.

6 그러나 ㄱ속이는 자와 위선자인
자들에게는 화 있도다. 이는 내가 그
들을 심판할 것임이니라. 이같이 주
가이르노라.

7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
르노니, 너희가운데 ㄱ위선자들이있
어몇몇을속였고그일이 ㄴ대적에게
ㄷ힘을 주었느니라. 그러나 보라, ㄹ그
러한자는고침을받으리라.

8 그러나 위선자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살아서든지죽어서든지간파되
어 ㄱ끊어버림을당하리니, 나의교회
에서 끊어버림을 당한 자들에게 화
있도다. 이는 그러한 자들은 세상에
졌음이니라.

9 그런즉모든사람은저마다내앞
에서 진리와 의 안에 있지 아니한 것

108교리와 성약 50:1~9

50 2ㄱ 교성 129. 
안내영－악한 영들.

3ㄱ 눅 22:31; 
3니 18:18.

4ㄱ 안내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짊어짐.
5ㄱ 안내견디다.
6ㄱ 안내속임, 속이다, 거짓.
7ㄱ 마 23:13~15; 

앨 34:28.
ㄴ 안내악마.

ㄷ 모사 27:8~9.
ㄹ 설명 속임을 받은 자들.

8ㄱ 교성 1:14; 56:3; 64:35.
안내파문.

시(교회사 1:170~173). 선지자는 장로들 중 몇몇이 땅에 널리 퍼져 있는 여러
다른 영의 나타남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이 계시는 그 문제에 관하여 특별히
물은 데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른바 영적 현상
이라는 것은 회원들 가운데서 드문 일이 아니었고, 이들 중 몇몇은 시현과 계
시를받고있다고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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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행하지아니하도록조심할지어다.
10 그리고 주가 영으로써 자기 교

회의 장로들에게 이르노니, 자 오라.
너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
께ㄱ이치를논하자.

11 사람이얼굴을마주하여서로이
치를논하듯이우리가이치를논하자.

12 이제 사람이 이치를 논할 때에
는 사람으로서 이치를 논하므로 사
람이 그를 이해하나니, 그와 같이 나
주도너희가 ㄱ이해할수있도록너희
와더불어이치를논하리라.

13 그런즉 나 주는 이 질문을 너희
에게 하노니－너희는 어떠한 것에
ㄱ성임되었더냐?

14 ㄱ영곧진리를가르치도록보냄
을받은 ㄴ보혜사로말미암아나의복
음을전파하도록성임되었느니라.

15 그러고 나서도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ㄱ영들을 너희가 받아들였고
그것들을 하나님에게서 온 것으로
받아들였으니, 이 일에 너희가 의롭
다함을얻겠느냐?

16 보라, 너희는 이 물음에 스스로
대답할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에게 자비로우리니, 너희
가운데 약한 자가 이후에는 ㄱ강하게
되리라.

17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나에게 성임을 받아 진리의 영으
로, 보혜사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
을 ㄱ전파하도록 파송된 자는 진리의
ㄴ영으로 말미암아 이를 전파하느냐,
아니면다른어떤방법으로하느냐?

18 만일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할진
대,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
니니라.

19 그리고 또, 진리의 말씀을 받는
자는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를
받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받느냐?

20 만일 다른 어떤 방법으로 받을
진대,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니라.

21 그러므로 진리의 영으로 말미
암아 말씀을 받는 자가 말씀이 진리
의 영으로 말미암아 전파되는 대로
받는 것임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
고알수없음은어찜이냐?

22 그런즉 전도하는 자와 받는 자
는 서로를 이해하고 둘 다 ㄱ교화되
며, 함께ㄴ기뻐하느니라.

23 그리고 교화를 이루지 아니하
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
요, ㄱ어둠이라.

24 하나님에게서온것은 ㄱ빛이니,
빛을 받아들이고 ㄴ계속하여 하나님
안에거하는자는빛을 ㄷ더욱받아들

10ㄱ 사 1:18; 
교성 45:10.

12ㄱ 교성 1:24.
13ㄱ 안내성임하다. 성임.
14ㄱ 교성 43:15. 

안내가르치다,
교사－영으로 가르침.

ㄴ 안내보혜사.

15ㄱ 안내분별의 은사.
16ㄱ 이더 12:23~27.
17ㄱ 안내선교 사업;

전파하다.
ㄴ 교성 6:15. 

안내성신; 진리.
22ㄱ 고전 14:26.

ㄴ 요 4:36.

23ㄱ 안내어둠, 영적.
24ㄱ 요1 2:8~11; 

모로 7:14~19; 
교성 84:45~47; 88:49. 
안내빛, 그리스도의 빛.

ㄴ 요 15:4~5, 10.
ㄷ 니후 28:30.



이나니, 그빛은점점더밝아져마침
내는대낮이되리라.

25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
게 이르며 또 내가 이를 말함은 너희
로 ㄱ진리를알게하고너희가운데서
어둠을쫓아내려함이니,

26 하나님께 성임을 받아 파송되
는자는그가비록가장작은자요모
두의 ㄱ종일지라도, ㄴ가장 큰 자가 되
도록임명되느니라.

27 그런즉그는모든것의 ㄱ소유자
니, 이는 모든 것 곧 하늘에 있는 것
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아버지의 뜻
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예수 그리
스도를 통하여 보내심을 받은 생명
과 빛, 영과 ㄴ권능이 다 그에게 예속
되어있음이니라.

28 그러나 모든 죄에서 ㄱ정결하게
되고 ㄴ깨끗하게 된 자가 아니면, 어
떠한 자도 모든 것의 소유자가 아니
니라.

29 만일 너희가 모든 죄에서 정결
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면, 너희가 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
으로 ㄱ구할지어다. 그리하면 이루어
지리라.

30 그러나 이를 알지니, 너희가 구
해야 할 것이 너희에게 주어지리라.
그리고 너희가 ㄱ머리에 임명되었은

즉영들이너희에게복종할것이라.
31 그런즉 이같이 되리니, 만일 너

희가이해할수없는 ㄱ영의나타남을
보고 너희가 그 영을 받지 아니하거
든,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께 구할지니라. 그리고 만일 그가 그
영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시면, 그
러면 너희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것이아닌줄알수있으리라.

32 또 그 영을 다스릴 ㄱ권능이 너
희에게 주어지리니, 너희는 그 영에
대하여 큰 소리로 그것이 하나님에
게서온것이아님을선포하되－

33 너희가지지않도록 ㄱ욕하는비
난으로 하지 말며, 너희가 그것에 사
로잡히지 않도록 ㄴ자랑하거나 기뻐
함으로도하지말지니라.

34 하나님에게서 받는 자는 그것
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으로 여길지
어다. 또 자신이 받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여김이되었음을기뻐할지
어다.

35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며, 너희
가이미받았고또이후에받게될이
러한일들을행함으로써－그리고아
버지께서는 ㄱ왕국을 너희에게 주셨
고 또 그가 정하시지 아니한 모든 것
을 이길 ㄴ권능을 너희에게 주셨은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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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ㄱ 요 8:32.
26ㄱ 막 10:42~45. 

안내섬김.
ㄴ 마 23:11.

27ㄱ 교성 76:5~10, 53~60;
84:34~41.

ㄴ 안내권능.
28ㄱ 3니 19:28~29; 

교성 88:74~75. 

안내순수; 성결하게 됨.
ㄴ 요1 1:7~9.

29ㄱ 힐 10:5; 
교성 46:30. 
안내기도.

30ㄱ 안내권세.
31ㄱ 요1 4:1. 

안내영－악한 영들.
32ㄱ 마 10:1.

33ㄱ 유 1:9.
ㄴ 교성 84:67, 73.

35ㄱ 안내하나님의 왕국
또는 천국.

ㄴ 요1 4:4; 
교성 63:20,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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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
르노니, 나의 종의 입으로 나오는 나
의이말을지금듣고있는너희는복
이 있도다. 이는 너희가 너희의 죄
ㄱ사함을받았음이니라.

37 내가 기뻐하는 나의 종 조셉 웨
이크필드와그리고나의종 ㄱ팔리피
프랫은 여러 교회 가운데로 나아가
서 ㄴ권면의말씀으로그들을굳게할
지어다.

38 그리고 또한 나의 종 존 코릴,
또는 이 직분에 성임된 나의 종들도
모두 그리하되, 그들은 ㄱ포도원에서
일할지어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정해 준 일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
무도그들을방해하지말지어다－

39 그런즉 이 일에 있어서 나의 종
ㄱ에드워드 파트리지는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는도다. 그러할지라도 그
는 회개할지어다. 그리하면 용서 받
으리라.

40 보라, 너희는 어린아이라 지금
은 모든 것을 ㄱ감당할 수 없나니, 너
희는 ㄴ은혜로 또 ㄷ진리의 지식으로

ㄹ자라야만하느니라.
41 ㄱ두려워 말라. ㄴ어린아이들아,

이는 너희가 나의 것임이요, 내가 세
상을 ㄷ이기었으며, 너희는 내 아버
지께서 내게 ㄹ주신 자들 중에 있음
이니라.

42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
신 자들 중에 하나도 ㄱ잃은 바 되지
아니하리라.

43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ㄱ하나니
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
서는 내 안에 계시나니, 너희가 나를
영접하는만큼, 너희는내안에, 나는
너희안에있느니라.

44 그런즉 나는 너희 가운데 있나
니, 나는 ㄱ선한 목자요, 이스라엘의
ㄴ반석이니라. 이 ㄷ반석 위에 세우는
자는ㄹ결단코넘어지지아니하리라.

45 그리고 너희가 나의 음성을 듣
고 나를 ㄱ보며 또 내가 존재 하는 줄
알게될그날이오나니,

46 그러므로 너희가 ㄱ준비가 되어
있도록, ㄴ깨어 있으라. 참으로 그러
하도다. 아멘.

36ㄱ 교성 58:42~43. 
안내용서하다.

37ㄱ 안내프랫, 팔리 파커.
ㄴ 교성 97:3~5.

38ㄱ 안내포도원, 주의.
39ㄱ 안내파트리지,

에드워드.
40ㄱ 3니 17:2~3; 

교성 78:17~18.
ㄴ 안내은혜.
ㄷ 안내진리.
ㄹ 고전 3:2~3; 

교성 19:22~23.
41ㄱ 요1 4:18.

ㄴ 안내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ㄷ 요 16:33.
ㄹ 요 10:27~29; 17:2; 

3니 15:24; 
교성 27:14; 84:63.

42ㄱ 요 17:12; 
3니 27:30~31.

43ㄱ 요 17:20~23; 
3니 11:35~36. 
안내하나님, 신회.

44ㄱ 요 10:14~15. 
안내선한 목자.

ㄴ 창 49:24; 
벧전 2:4~8. 
안내모퉁잇돌.

ㄷ 고전 10:1~4. 
안내반석; 예수
그리스도.

ㄹ 힐 5:12.
45ㄱ 교성 67:10~13.
46ㄱ 안내살펴보다, 파수꾼.

ㄴ 앨 34:32~33.



1~8, 에드워드 파트리지는 청지기
직분과 소유를 조정하는 일에 임명
됨. 9~12, 성도들은정직하게대해야
하며 똑같이 받아야 함. 13~15, 그들
은 감독의 창고를 가져야 하고 주의
법에 따라 소유를 조직해야 함.
16~20, 오하이오는 임시 집합 장소
가될것임.

나의말을 들으라, 주 너희 하나
님이 이르노라. 내가 나의 종

ㄱ에드워드 파트리지에게 말하고 그
에게몇가지지시를주리니, 이는이
백성을 조직하는 방법에 대하여 그
가 몇 가지 지시를 받음이 반드시 필
요함이니라.

2 이는 그들이 나의 ㄱ율법에 따라
조직됨이 반드시 필요함이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끊어지게
되리라.

3 그런즉나의종에드워드파트리
지와 그가 택한 자들 곧 내가 기쁘게
여기는 자들은 이 백성에게 그 가족
에 따라, 그 형편과 부족과 ㄱ필요에

따라, 모든사람에게 ㄴ균등하게그들
의몫을정해줄지어다.

4 그리고나의종에드워드파트리
지는 어느 사람에게 그의 몫을 지정
해 줄 때에 그에게 그의 몫을 보증하
는 증서를 주어, 그가 범법하여 교회
에 속함이 합당한 줄로 여겨지지 아
니함이 교회의 율법과 ㄱ성약에 따라
교회의 동의로 인정될 때까지, 교회
안에서 이 권리와 이 기업을 유지하
게할지어다.

5 그리고만일그가범법하여교회
에 속함이 합당한 줄로 여겨지지 아
니하면, 그는 나의 교회의 가난한 자
와 궁핍한 자를 위하여 자신이 감독
에게 헌납한 그 몫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그는 그 예물을
보유하지 못할 것이요, 단지 자신에
게 양도된 몫에 대해서만 권리를 요
구할수있을것이니라.

6 그리고 이같이 그 땅의 ㄱ법에
ㄴ따라만사를분명하게해둘지니라.

7 그리고 이 백성에게 속한 것은
이백성에게지정해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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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ㄱ 안내파트리지,
에드워드.

2ㄱ 교성 42:30~39; 105:5.
안내헌납하다, 
헌납의 법.

3ㄱ 행 2:44~45; 

4니 1:2~3.
ㄴ 교성 49:20.

4ㄱ 설명 20과 22편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조와 성약의 편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교성 33:14; 42:13. 
안내성약.

6ㄱ 교성 58:21~22.
ㄴ 벧전 2:13; 

교성 98:5~7.

제 51 편

1831년5월오하이오주톰슨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를통하여주신계시(교
회사 1:173~174). 이 당시 동부 여러 주에서 이주하는 성도들이 오하이오에
도착하기시작하였고, 그들의정착지를명확하게조정해야할필요가있게되
었다. 이일은특별히감독의직분에속하는것이었으므로에드워드파트리지
감독은이문제에대한가르침을구하였고선지자는주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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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리고 이 백성에게 남게 되는
ㄱ돈은－이 백성에게 대리인 한 사람
을 지정하여 그 ㄴ돈을 가지고 이 백
성의 부족분에 따라 식량과 의복을
마련하게할지어다.

9 그리고 모든 사람은 ㄱ정직하게
대하며, 이 백성 가운데서 평등하게
되고, 평등하게 받을지어다. 그리하
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너희가
ㄴ하나가될지어다.

10 그리고 이 백성에게 속한 것을
취하여 ㄱ다른 교회의 백성에게 주지
않게할지어다.

11 그런즉 만일 다른 교회가 이 교
회에게서 돈을 받으려 하거든, 그들
은 그들이 합의하는 대로 이 교회에
다시갚을지니,

12 이일은교회의 ㄱ동의로임명될
감독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이루어
져야하느니라.

13 그리고또, 감독은이교회에ㄱ창
고 하나를 지정할지어다. 그리하여
백성의 부족을 ㄴ채우기에 필요한 것
보다 더 많은 것은 모두 돈으로나 음
식으로나감독의손에보관할지어다.

14 그는 또한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인즉,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몫
과 자기 가족에게 필요한 몫을 남겨
둘지어다.

15 그리고 이같이 나는 이 백성에
게 나의 ㄱ율법에 따라 그들 자신을
조직하는특권을부여하노라.

16 또 나 주가 달리 그들을 위하여
마련하고 그들에게 이 곳에서 떠날
것을명할때까지, 나는잠시동안그
들에게ㄱ이땅을성별하여주노라.

17 그러나 그 시와 그 날은 그들에
게 주어지지 아니하였으니, 그런즉
그들은 여러 해 동안 있을 것같이 이
땅에서 활동할지니라. 이것이 돌이
켜그들에게유익이되리라.

18 보라, 이것은다른여러곳에서,
모든 교회에서, 나의 종 에드워드 파
트리지에게 ㄱ본이되리라.

19 그리고 누구든지 충실하고 의
로우며 지혜로운 ㄱ청지기로 인정되
는자는자기주인의 ㄴ기쁨에참여할
것이요또영생을상속하리라.

20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가
ㄱ생각하지 아니한 시각에 속히 ㄴ오
리라. 참으로그러하리라. 아멘.

8ㄱ 교성 84:104.
ㄴ 교성 104:15~18.

9ㄱ 안내정직한, 정직.
ㄴ 교성 38:27. 

안내단합.
10ㄱ 설명 교회의 다른 지부

또는 다른 교파.
12ㄱ 안내만장일치.

13ㄱ 교성 42:55. 
안내창고.

ㄴ 교성 42:33~34, 55;
82:17~19.

15ㄱ 교성 51:2.
16ㄱ 설명 커틀랜드,

오하이오 주 지역.
18ㄱ 설명 본.

19ㄱ 마 24:45~47. 
안내청지기, 
청지기 직분.

ㄴ 안내기쁨.
20ㄱ 마 24:44.

ㄴ 계 22:6~16.

제 52 편

1831년6월7일오하이오주커틀랜드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를통하여교회



1~2, 다음 대회는 미주리에서 개최
하도록 지정됨. 3~8, 몇 명의 장로들
이 함께 여행하도록 지명됨. 9~11,
그 장로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을 가르쳐야 함. 12~21, 영
으로 깨우침을 받은 자들은 찬양과
지혜의 열매를 맺음. 22~44, 여러 장
로들이 대회를 위하여 미주리로 여
행하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
가도록지명됨.

보라, 주가 그의 영의 음성으로
써, 이마지막날에 ㄱ불러택한

장로들에게이같이이르노라－
2 이르기를, 나 주는 이때부터 다

음 대회까지 내가 원하는 바 너희가
행해야 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
니, 다음대회는미주리에서, 나의백
성 곧 ㄱ야곱의 남은 자와 ㄴ성약에 따
라상속자가되는자들에게내가 ㄷ성
별해줄ㄹ땅에서개최될것이니라.

3 그런즉진실로내가너희에게이
르노니, 나의 종 조셉 스미스 이세와
시드니 리그돈은 자기 집을 떠날 준
비가 되는 대로 곧 여행을 떠나 미주

리땅으로여행할지어다.
4 그리하면 그들이 나에게 충실한

만큼, 그들이 행해야 할 바가 그들에
게알려지리라.

5 그리고 또한 그들이 충실한 만
큼, 너희의 기업의 ㄱ땅도 그들에게
알려지리라.

6 또 그들이 충실하지 아니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을
대로그들은끊어버림을당하리라.

7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
게 이르노니, 나의 종 라이먼 와이트
와 나의 종 존 코릴은 속히 여행할지
어다.

8 또한 나의 종 존 머독과 나의 종
하이럼스미스도디트로이트를거쳐
같은장소로여행할지어다.

9 그리고그들은그곳에서부터도
중에 말씀을 전파하면서 여행하되
ㄱ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한 것과
신앙의 기도를 통하여 ㄴ보혜사께서
가르쳐주시는것외에는 ㄷ다른아무
것도전하지말지어다.

10 그들은 ㄱ둘씩 짝을 지어 가고,
이같이 가는 도중에 회중이 있는 곳

114교리와 성약 52:1~10

52 1ㄱ 안내부르다,
하나님에게서 부름
받은, 부름.

2ㄱ 시 135:4; 
3니 5:21~26.

ㄴ 아브 2:6~11. 
안내아브라함의 성약

ㄷ 교성 58:57; 84:3~4.
ㄹ 교성 57:1~3.

5ㄱ 교성 57:1~3.
9ㄱ 교성 42:12; 52:36. 

안내경전.
ㄴ 안내보혜사; 성신;

가르치다, 교사－

영으로 가르침.
ㄷ 모사 18:19~20.

10ㄱ 막 6:7; 
교성 61:35.

의장로들에게주신계시(교회사1:175~179). 6월 3일에시작하여6일에마치
는대회가커틀랜드에서개최되었다. 이대회에서처음으로대제사의직분에
성임하는특별한의식이있었고그리고거짓되고속이는영의어떤나타남이
식별되고꾸짖음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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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어디서나전도하며, ㄴ물로침례
를베풀고물가에서ㄷ안수할지어다.

11 대저 이같이 주가 말하노라. 나
는나의일을 ㄱ의안에서단축시키리
니, 이는심판을내보내어이길그날
이옴이니라.

12 그리고 나의 종 라이먼 와이트
는 조심할지어다. 이는 사탄이 그를
겨같이ㄱ체로치기원함이니라.

13 그리고 보라, ㄱ충실한 자는 많
은것을다스리는자가되게하리라.

14 그리고 또, 너희가 속임을 받지
않도록 내가 범사에 있어 한 가지 규
범을 너희에게 주리니, 이는 사탄이
땅에 널리 퍼져 있어 민족들을 속이
며나아감이라－

15 그런즉 기도하는 자, 그 심령이
ㄱ통회한자가만일나의ㄴ의식을순종
하면, 그는내게ㄷ받아들여지느니라.

16 그 심령이 통회하며, 온유하고
교화하는 말을 하는 자가 만일 나의
의식을 순종하면, 그는 하나님께 속
한자니라.

17 그리고또, 나의권능아래떠는
자는 ㄱ강하게 될 것이요, 내가 너희
에게 준 여러 계시와 진리를 따라 찬
양과ㄴ지혜의열매를맺으리라.

18 그리고또, 져서참으로이규범
에따라열매를 ㄱ맺지아니하는자는
내게속한자가아니니라.

19 그런즉 이 규범에 의하여 너희
는 온 하늘 아래 모든 경우의 영을
ㄱ알지니라.

20 그리고 그 날들이 이르렀으니,
사람들의 신앙에 따라 그들에게 ㄱ이
루어지리라.

21 보라, 이명령은내가택한모든
장로에게주는것이니라.

22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
게 이르노니, 나의 종 ㄱ토머스 비 마
쉬와 나의 종 에즈라 테이어도 또한
여행을 떠나서, 도중에 말씀을 전파
하면서이같은땅으로갈지어다.

23 그리고또, 나의종아이잭몰리
와 나의 종 에즈라 부스도 여행을 떠
나서, 역시 도중에 말씀을 전파하면
서이같은땅으로갈지어다.

24 그리고 또, 나의 종 ㄱ에드워드
파트리지와 마틴 해리스는 나의 종
시드니 리그돈과 조셉 스미스 이세
와함께여행할지어다.

25 나의종데이비드휘트머와하비
위틀록도 또한 여행하며, 이 같은 땅
으로가는도중에전도할지어다.

26 그리고 나의 종 ㄱ팔리 프랫과
ㄴ올슨 프랫도 여행하며, 이 같은 땅
으로가는도중에전도할지어다.

27 나의 종 솔로몬 핸콕과 시미언
카터도 또한 이 같은 땅으로 여행하
며, 도중에전도할지어다.

10ㄴ 요 1:26.
ㄷ 행 8:14~17.

11ㄱ 롬 9:28.
12ㄱ 눅 22:31; 

3니 18:17~18.
13ㄱ 마 25:23; 

교성 132:53.

15ㄱ 안내상한 마음.
ㄴ 안내의식.
ㄷ 교성 97:8.

17ㄱ 교성 66:8; 133:58.
ㄴ 안내지혜.

18ㄱ 마 3:10.
19ㄱ 안내분별의 은사.

20ㄱ 마 8:5~13.
22ㄱ 교성 56:5. 

안내마쉬, 토머스 비.
24ㄱ 안내파트리지,

에드워드.
26ㄱ 안내프랫, 팔리 파커.

ㄴ 안내프랫, 올슨.



28 나의 종 에드슨 풀러와 제이콥
스코트도또한여행할지어다.

29 나의 종 리바이 더블류 핸콕과
제베디콜트린도또한여행할지어다.

30 나의 종 레이놀즈 케이훈과 새
뮤얼 에이치 스미스도 또한 여행할
지어다.

31 나의 종 윌러 볼드윈과 윌리엄
카터도또한여행할지어다.

32 그리고나의종 ㄱ뉴얼나이트와
셀라 제이 그리핀 두 사람은 성임 받
고역시여행할지어다.

33 그러하도다. 진실로 내가 이르
노니, 이모든자는한장소로여행하
되, 제각기 다른 길로 갈지니, 각 사
람은다른사람의 ㄱ기초위에세우지
말것이요, 다른사람이거쳐간길로
도여행하지말것이니라.

34 충실한 자, 그는 보전될 것이요
많은ㄱ열매로복을받으리라.

35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나의 종 조셉 웨이크필드와 솔
로몬 험프리는 동쪽 땅으로 여행할
지어다.

36 그들은 자기 가족과 함께 일하
며,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들이 ㄱ보고 듣고 가장 확실하게
ㄴ믿는 것 이외의 것은 아무 것도 ㄷ선
포하지 말지니, 그리하여 예언들이
이루어지게할지어다.

37 범법으로 말미암아, 배셋 히먼
에게 부여하였던 것을 그에게서 ㄱ취
하여 사이몬즈 라이더의 머리 위에
얹어줄지어다.

38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
에게 이르노니, 제이레드 카터로 하
여금 제사로 ㄱ성임되게 하고 또한
조지 제임스도 ㄴ제사로 성임되게
할지어다.

39 나머지 장로들은 여러 교회를
ㄱ돌아보며, 그들주변의지역에서말
씀을 선포할지며, 자기 손으로 일하
여 ㄴ우상 숭배와 악을 행하는 일이
없게할지어다.

40 그리고모든일에있어서 ㄱ가난
한 자와 ㄴ궁핍한 자, 병든 자와 고난
당하는 자를 기억하라. 이는 이 일들
을행하지아니하는자, 그는나의제
자가아님이니라.

41 그리고또, 나의종조셉스미스
이세와 시드니 리그돈과 에드워드
파트리지는 교회의 ㄱ추천장을 지니
고 갈지어다. 그리고 나의 종 올리버
카우드리를 위하여서도 또한 한 장
을받을지어다.

42 그리고이같이, 곧내가말한대
로, 만일 너희가 충실하면 너희는
ㄱ미주리 땅에서 함께 모여 기뻐하게
되리니, 그 땅은 너희 ㄴ기업의 땅이
나지금은너희원수의땅이니라.

116교리와 성약 52:28~42

32ㄱ 교성 56:6~7.
33ㄱ 롬 15:20.
34ㄱ 요 15:16; 

교성 18:15~16.
36ㄱ 요 3:11.

ㄴ 안내믿음, 믿다.
ㄷ 모사 18:19~20; 

교성 52:9.
37ㄱ 마 25:25~30.
38ㄱ 교성 79:1.

ㄴ 안내제사, 아론 신권.
39ㄱ 앨 6:1.

ㄴ 안내우상 숭배.
40ㄱ 교성 104:15~18. 

안내가난한 자.
ㄴ 안내복지.

41ㄱ 교성 20:64.
42ㄱ 안내시온.

ㄴ 교성 25:2; 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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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그러나보라, 때가되면나주가
그 도시를 속히 세우고, 충실한 자에
게 ㄱ기쁨과 즐거움으로 면류관을 씌
워주리라.

44 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
들을 ㄱ들어올리리라. 참으로그러하
리라. 아멘.

43ㄱ 안내기쁨.
44ㄱ 교성 88:96~98.
53 1ㄱ 안내부름과 택함;

택하신 자; 택함.

2ㄱ 안내십자가에 달림.
ㄴ 안내세상, 세상적인 것.

3ㄱ 안내죄 사함.
ㄴ 안내손, 안수.

4ㄱ 교성 57:6, 8~10,
14~15; 84:113.

7ㄱ 안내견디다.

개와 ㄱ죄 사함과 ㄴ안수로써 성령을
받게됨을전파하라.

4 그리고또한이후에주어지게될
계명에 따라 감독이 지정할 곳에서
이교회의ㄱ대리인이되라.

5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네게 이
르노니, 너는나의종조셉스미스이
세와 시드니 리그돈과 함께 여행을
떠날지니라.

6 보라, 이러한 것은 네가 받게 될
첫 성임들이니, 그 나머지 일은 나의
포도원에서의 네 수고에 따라 장차
알려질것이니라.

7 그리고또, 나는끝까지 ㄱ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됨을 네가 배우
기 바라노라.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

1~3, 시드니 길버트의 교회 안에서
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장로로 성임
되는것임. 4~7, 그는또한감독의대
리인으로봉사해야함.

보라, 내가 너 나의 종 시드니 길
버트에게 이르노라. 나는 네

기도를 들었나니, 너는 나를 불러 나
주가 이 마지막 날에 일으켜 세운 교
회 안에서의 네 부르심과 ㄱ택하심에
관하여 주 네 하나님이 네게 알게 해
주기를구하였도다.

2 보라, 세상의 죄를 위하여 ㄱ십자
가에 못 박힌 나 주는 네게 한 가지
명령을주노니, 너는세상을 ㄴ버릴지
니라.

3 너는 나의 성임 곧 장로의 성임
을 받들어 나의 말에 따라 신앙과 회

제 53 편

1831년 6월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알저논
시드니 길버트에게 주신 계시(교회사 1:179~180). 시드니 길버트의 요청으로
선지자는길버트형제의교회안에서의일과지명에관하여주께물었다.

제 54 편

1831년 6월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뉴얼 나
이트에게 주신 계시(교회사 1:180~181). 오하이오 주 톰슨에 있는 지부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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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1ㄱ 계 1:8; 
교성 19:1. 
안내알파와 오메가.

ㄴ 안내십자가에 달림.
3ㄱ 안내겸손한, 겸손.
4ㄱ 교성 42:30~39. 

안내헌납하다, 

헌납의 법.
ㄴ 교성 58:32~33.

5ㄱ 마 18:6~7.
6ㄱ 안내자비로운, 자비.
8ㄱ 교성 52:42.
9ㄱ 살전 4:11.

10ㄱ 계 22:12. 

안내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ㄴ 안내인내.
ㄷ 잠 8:17. 

안내기도.
ㄹ 마 11:28~30. 

안내안식.

것임이니라.
6 그러나성약을지키고계명을준

행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
이ㄱ자비를얻을것임이니라.

7 그런즉 이제 가서 이 땅에서 피
신하라. 염려컨대 너희 원수가 너희
에게 임할까 하노라. 너희의 여행을
떠나라. 또 너희가 원하는 자를 지명
하여 너희 지도자로 삼고 너희를 위
하여돈을지불하게하라.

8 그리고 이같이 너희는 서쪽 지역
으로여행을떠나ㄱ미주리땅으로, 레
이맨인의경계지역으로갈지니라.

9 그리고 너희가 여행을 마친 후
에,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장소를 예비할 때까
지사람들처럼ㄱ생계를찾으라.

10 그리고 또, 내가 ㄱ올 때까지 환
난 중에 ㄴ인내하라. 또 보라, 내가 속
히 오리니, 나의 상이 내게 있으며,
나를일찍 ㄷ구한자들은그들의영혼
에 ㄹ안식을 찾게 되리라. 참으로 그
러하리라. 아멘.

1~6, 성도는 자비를 얻기 위하여 복
음 성약을 지켜야만 함. 7~10, 그들
은환난중에인내해야함.

보라, 주 곧 ㄱ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참으로 세상의

죄를위하여 ㄴ십자가에못박힌자가
이같이이르노라－

2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 나
의 종 뉴얼 나이트에게 이르노니, 너
는 내가 임명한 그 직분을 굳게 지킬
지니라.

3 그리고만일네형제들이그들의
원수에게서 벗어나기를 원하면, 그
들은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내
앞에서 진실로 ㄱ겸손하며, 통회할지
어다.

4 그리고 그들이 내게 맺은 ㄱ성약
이 깨뜨려졌으므로 그것은 ㄴ무효이
며, 아무런효력이없게되었느니라.

5 그리고 이 죄를 ㄱ범하게 한 자에
게화있나니, 이는그가깊은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았을

회 회원들이 재산 헌납에 관한 문제로 분열되어 있었다. 이기심과 탐욕이 나
타났고, 레먼 코플리는 자기의 큰 농장을 뉴욕 주 콜스빌에서 도착하는 성도
를 위하여 기업의 장소로 헌납하기로 한 약속을 깨뜨렸다. 에즈라 테이어도
논쟁에휘말렸다. 그결과뉴얼나이트(톰슨에있는지부의지부장)와다른장
로들이선지자에게와서어떻게대처해야할지물었다. 선지자는주께물었고
이계시를받았다(이일의연속이되는제56 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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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윌리엄더블류펠프스는침례를
받고장로로성임되어복음을전파하
도록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음. 4, 그
는 또한 교회 학교의 아이들을 위한
책을써야함. 5~6, 그는그가일할지
역이될미주리로여행해야함.

보라, 주 곧 참으로 온 ㄱ땅의 주
가 너 나의 종 윌리엄에게 이

같이 이르노라. 너는 부름을 받고 택
함을 입었나니, 네가 물로 ㄴ침례를
받은 후에, 만일 네가 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서 이를 행하면, 너
는 네 죄 사함을 받을 것이요, ㄷ안수
로써성령을받게되리라.

2 그러고 나서 너는 나의 종 조셉
스미스 이세의 손으로 성임 받아 이
교회를 위한 장로가 되어, 회개와 살
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침례로 말미
암는ㄱ죄사함을전파할지니라.

3 그리고 네가 누구에게든지 안수
하면, 만일 그들이 내 앞에서 통회하
면, 너는성령을줄권능을가지게되
리라.

4 그리고 또, 너는 성임 받아 나의
종 올리버 카우드리를 도와 인쇄하
는일을하며, 이교회에있는학교를
위하여 ㄱ책을 선정하며 저술하는 일
을 하여, 어린아이들도 또한 내가 기
쁘게 여기는 대로 내 앞에서 가르침
을받을수있게할지니라.

5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네게 이
르노니, 이일을위하여너는나의종
조셉 스미스 이세와 시드니 리그돈
과함께여행할지니, 이는네가이일
을하도록너의기업의땅에 ㄱ심어지
게하려함이니라.

6 그리고 또, 나의 종 조셉 코우도
또한 그들과 함께 여행을 떠날지어
다. 나머지는 이후에 곧 내가 원하는
때에알려질것이니라. 아멘.

55 1ㄱ 신 10:14; 
니전 11:6; 
니후 29:7.

ㄴ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

ㄷ 안내손, 안수.
2ㄱ 안내죄 사함.
4ㄱ 교성 88:118; 109:7, 14.
5ㄱ 암 9:15.

제 55 편

1831년 6월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에게 주신 계시(교회사 1:184~186). 인쇄업자인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와그의가족이커틀랜드에방금도착하였고선지자는그에관한일들
을주께구하였다.

제 56 편

1831년 6월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
시(교회사1:186~188). 토머스비마쉬와함께미주리로여행하도록지명되었
던에즈라테이어는(제52편22절참조) 전자가준비되었을때선교사업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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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1ㄱ 교성 41:1.
ㄴ 사 10:3~4; 

몰 9:2; 
교성 1:13~14; 124:10.

2ㄱ 눅 14:27.
ㄴ 벧전 2:21; 

니후 31:10~13; 
모로 7:11. 
안내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3ㄱ 안내순종, 순종하는,
순종하다.

ㄴ 교성 1:14~16; 50:8.
4ㄱ 교성 58:31~33.
ㄴ 안내거역.

5ㄱ 안내마쉬, 토머스 비.
8ㄱ 안내교만.

명령하고 ㄱ취소하나니, 이모든것은
ㄴ거역 하는 자의 머리 위에 응답될
것이니라. 주가이르노라.

5 그런즉 나는 나의 종 ㄱ토머스 비
마쉬와 에즈라 테이어에게 준 명령
을 취소하고 나의 종 토머스에게 새
로운 명령을 주노니, 그는 미주리 땅
으로 속히 여행을 떠날지며, 나의 종
셀라 제이 그리핀도 또한 그와 함께
갈지니라.

6 보라, 이는 톰슨에 있는 나의 백
성의 목이 뻣뻣함과 그들의 거역으
로 말미암아 나의 종 셀라 제이 그리
핀과 뉴얼 나이트에게 주었던 명령
을취소함이니라.

7 그런즉 나의 종 뉴얼 나이트는
그들과 함께 머물지어다. 그리고 내
앞에서 통회하는 자는 가고자 하는
자마다 가도 좋으니 그의 인도를 받
아내가지정한땅으로갈지어다.

8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
게 이르노니, 나의 종 에즈라 테이어
는 자신의 ㄱ교만과 자신의 이기심을
회개하고 그가 살고 있는 곳에 관하
여 내가 그에게 준 이전의 명령에 순
종해야만하느니라.

9 만일 그가 이를 행하려 하면, 땅

1~2, 성도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
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함.
3~13, 주께서는 명령하시고 취소하
시며, 불순종하는 자는 버림을 받음.
14~17, 가난한 자를 도우려 하지 않
는 부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며, 상한
마음이 없는 가난한 자에게 화가 있
을 것임. 18~20, 마음이 청결한 가난
한자는복이있나니, 이는그들이땅
을기업으로받을것이기때문임.

들으라, 오 너희, 나의 이름을
ㄱ고백하는 백성아, 주 너희 하

나님이이르노라. 이는보라, 나의분
노가 거역하는 자들을 향하여 불붙
음이니, 그들은 나라들 위에 내리는
ㄴ징벌과진노의날에나의팔과나의
분노를알게되리라.

2 그리고 자기 ㄱ십자가를 지고 나
를 ㄴ따르려 하지 아니하며, 나의 계
명을 지키려 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구원을얻지못하리라.

3 보라, 나주가명령하거니와, ㄱ순
종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명
령하고 그 명령이 깨어진 후에, 내가
정한때에ㄴ끊어버림을당하리라.

4 그런즉 나 주는 내게 좋을 대로

러 출발할 수가 없었다. 테이어 장로는 오하이오 주 톰슨에서의 문제에 휘말
려있었으므로(제54편머리말참조) 여행을떠날준비가되어있지않았다. 주
께서이계시를주심으로써이문제에대한선지자의질문에대답해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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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할하지 말아야 할 것이므로 그
는 여전히 미주리 땅으로 가도록 지
명되리라.

10 그렇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가
지불한 돈을 받고 그 곳을 떠날지
며, 나의 교회로부터 ㄱ끊어버림을
당할지니라. 만군의 주 하나님이 이
르노라.

11 천지가없어질지라도이말들은
ㄱ없어지지아니하고이루어지리라.

12 그리고 만일 나의 종 조셉 스미
스 이세가 그 돈을 반드시 지불해야
할 필요가 있을진대, 보라, 나 주가
미주리 땅에서 다시 그에게 그것을
갚아 주리니, 이는 그에게 주는 자들
이 그들이 행하는 바에 따라 다시 보
상을받게하려는것이니라.

13 이는 그들이 행하는 바에 따라
그들이 받되, 곧 그들의 기업을 위한
땅으로받을것임이니라.

14 보라, 이같이 주가 나의 백성에
게 이르노라－너희는 해야 할 일과
회개해야할일이많나니, 이는보라,
너희가너희자신의길로스스로 ㄱ권
고하기를구하므로너희의죄가내게
상달하였고용서받지못함이니라.

15 그리고 너희 마음은 만족을 얻
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

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의
를ㄱ기뻐하는도다.

16 ㄱ가난한 자에게 자기 재물을
ㄴ주려 하지 아니하는 너희 ㄷ부자들
에게 화 있도다. 이는 너희의 ㄹ부가
너희의 영혼을 썩게 할 것임이라. 그
리고 이것이 징벌의 날 심판의 날 분
노의 날에 너희의 애통이 되리니, 이
르기를, ㅁ추수할때가지나고여름이
다하였으나 내 영혼은 구원 받지 못
하였다하리라.

17 그 마음은 상하여 있지 아니하
고, 그심령은통회하지아니하며, 또
그 배는 만족을 얻지 못하며, 또 그
손은 다른 사람의 물건 움켜쥐기를
마지아니하며, 그눈에는 ㄱ탐욕이가
득하며, 그리고 자기 손으로 일하려
하지 아니하는 너희 ㄴ가난한 자들에
게화있도다.

18 그러나 마음이 청결하고, 그 마
음이 ㄱ상해 있으며, 그 심령이 통회
하는 ㄴ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는 그들이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권
능과큰영광으로오는 ㄷ하나님의왕
국을 볼 것임이라. 무릇 ㄹ땅의 기름
진것이그들것이되리라.

19 이는 보라, 주가 올 것이요, 그
의 보상이 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10ㄱ 안내파문.
11ㄱ 니후 9:16.
14ㄱ 야곱 4:10.
15ㄱ 앨 41:10; 

3니 27:11.
16ㄱ 잠 14:31; 

앨 5:55~56. 
안내가난한 자.

ㄴ 안내구제, 구제를 베풂.
ㄷ 렘 17:11; 

니후 9:30.
ㄹ 약 5:3.
ㅁ 렘 8:20; 

앨 34:33~35; 
교성 45:2.

17ㄱ 안내탐내다.
ㄴ 모사 4:24~27; 

교성 42:42; 68:30~32.
18ㄱ 안내상한 마음.

ㄴ 마 5:3, 8; 

눅 6:20; 
3니 12:3. 
안내가난한 자.

ㄷ 안내하나님의 왕국
또는 천국.

ㄹ 안내지구.



ㄱ갚아 줄 것이요, 가난한 자가 기뻐
할것임이니라.

20 그리고 그들의 세대는 대대로

영원무궁토록 땅을 ㄱ기업으로 얻으
리라. 이제 나는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치노라. 참으로그러하도다. 아멘.

122교리와 성약 56:20~57:5

19ㄱ 계 22:12; 
교성 1:10.

20ㄱ 마 5:5; 
교성 45:56~58.

57 1ㄱ 교성 52:42.
ㄴ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집합.

ㄷ 교성 61:17.
ㄹ 교성 29:7~8; 45:64~66.

2ㄱ 안내시온.
ㄴ 교성 28:9; 42:9, 62.

3ㄱ 교성 58:57; 97:15~17.
4ㄱ 설명 여기에 언급된

“유대인”은 레이맨인을,

“이방인”은 백인
정착민을 가리킴.

ㄴ 교성 48:4.
5ㄱ 교성 58:49, 51;

101:68~74.

온성을위한ㄴ장소니라.
3 그리고이같이주너희하나님이

이르노라. 만일 너희가 지혜를 받으
려하면, 지혜가여기에있느니라. 보
라, 지금 인디펜던스라 일컫는 장소
가중심지이니, ㄱ성전을세울지점은
서쪽으로 재판소에서 멀지 않은 곳
에위치해있느니라.

4 그런즉이것이지혜니, 곧성도들
이그땅과또한서쪽으로 ㄱ유대인과
이방인사이를똑바로가로지르는경
계선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토지를
ㄴ구입하는것이요,

5 또한 나의 제자들이 땅을 ㄱ살 수
있게 되는 만큼, 평원과 접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그렇게 하는 것이라. 보

1~3,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가 시온
성과 성전을 위한 장소임. 4~7, 성도
는 토지를 구입하고 그 지역에서 기
업을 받아야 함. 8~16, 시드니 길버
트는 상점을 세워야 하고, 윌리엄 더
블류 펠프스는 인쇄인이 되어야 하
며, 올리버 카우드리는 출판할 자료
를편집해야함.

들으라, 오 너희, 나의 명령에 따
라이땅곧 ㄱ미주리땅에함께

모인 나의 교회의 장로들아. 주 너희
하나님이 이르노니, 이 곳은 성도의
ㄴ집합을 위하여 내가 지정하고 ㄷ성
별한ㄹ땅이니라.

2 그런즉 이는 약속의 땅이요 ㄱ시

제 57 편

1831년7월20일미주리주잭슨군시온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를통하여주
신 계시(교회사 1:189~190). 주의 명령에 순응하여(제52편) 장로들은 커틀랜
드에서미주리로여행하면서여러가지경험을많이하였고약간의반대도받
았다. 선지자는 레이맨인의 상태,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백성 중에 문명과 고
상함그리고종교성이결여되어있음을깊이생각하면서다음과같이부르짖
었다. “어느 때에 광야가 장미처럼 피어나겠으며, 어느 때에 시온이 그 영광
중에 건설되겠으며, 어느 곳에 당신의 성전이 세워져 마지막 날에 만국 백성
이그리로오겠나이까?”(교회사1:189). 이어서그는이계시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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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것이지혜니, 이는그들로하여
금그것을 ㄴ얻어영원한기업을삼게
하려함이니라,

6 그리고나의종시드니길버트는
내가그에게정해준직책을맡아, 돈
을수령하며, 교회를위한 ㄱ대리인이
되며, 의롭게 행할 수 있는 만큼 또
지혜가 지도하는 대로 주변의 모든
지역의땅을구입할지어다.

7 나의종ㄱ에드워드파트리지는내
가그에게정해준직책을맡고, 내가
명한대로성도들에게그들의기업을
ㄴ분배할지어다. 또한 그가 자기를 돕
도록임명한자들도그리할지니라.

8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
게 이르노니, 나의 종 시드니 길버트
는 이 곳에 정착하여 상점을 세우고
그리하여 속이는 일 없이 물품을 팔
며, 성도의유익을위하여땅을살돈
을 얻으며, 제자들이 그들의 기업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나
얻을지어다.

9 그리고 또한 나의 종 시드니 길
버트는 허가증을 얻을지니－보라,
지혜가 여기에 있나니, 읽는 자는 깨
달을지어다－이는그로하여금자기
업무에 고용된 점원들로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의 편으로 또한 물품을
백성에게보내게하며,

10 또 이같이 나의 성도들이 필요
로 하는 것을 공급하게 하여, ㄱ흑암

과사망의지역과 ㄴ그늘에앉아있는
자들에게 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
려는것이니라.

11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
게이르노니, 나의종ㄱ윌리엄더블류
펠프스는 이 곳에 정착하여 교회를
위한ㄴ인쇄인으로자리잡을지어다.

12 그리고 보라, 만일 세상이 그의
글을 받아들이면－보라, 지혜가 여
기에 있나니－그는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그가 의롭게 얻을 수 있는 것
이면무엇이나다얻을지어다.

13 그리고나의종 ㄱ올리버카우드
리는 내가 그에게 어떠한 자리를 정
해 줄지라도 내가 명한 대로 그를 도
와 필사하며 교정하며 선정할지니,
그리하여 영이 그를 통하여 입증하
는 대로 모든 것이 내 앞에서 올바르
게되게할지어다.

14 또 이와 같이 내가 말한 자들은
자기 가족으로 더불어 할 수 있는 대
로 속히 시온의 땅에 심어져서 내가
말한대로그일들을행할지어다.

15 그리고 이제 집합에 관하여－
감독과 대리인은 할 수 있는 대로 속
히, 이땅으로오라는명을받은가족
들을 위한 준비를 하여 그들의 기업
에그들을심을지어다.

16 그리고 나머지 장로들과 회원
들에게는 이후에 지시가 더 주어질
것이니라. 참으로그러하리라. 아멘.

5ㄴ 교성 56:20.
6ㄱ 교성 53.
7ㄱ 교성 58:24. 

안내파트리지,
에드워드.

ㄴ 교성 41:9~11;

58:14~18.
10ㄱ 사 9:2; 

마 4:16. 
안내어둠, 영적.

ㄴ 시 23:4.
11ㄱ 안내펠프스, 

윌리엄 더블류.
ㄴ 교성 58:37, 40~41.

13ㄱ 안내카우드리, 올리버.



1~5, 환난을견디는자는영광으로면
류관을쓰게될것임. 6~12,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과 주의 만찬을 위해
준비해야함. 13~18, 감독은이스라엘
의 재판관임. 19~23, 성도는 그 땅의
법을 순종해야 함. 24~29, 사람은 선
택의지를 행사하여 선을 행해야 함.
30~33, 주께서 명령하시고 취소하심.
34~43, 회개하기위해사람은자기죄
를 고백하고 버려야 함. 44~58, 성도
는 자기들의 기업을 구입해야 하며,
미주리에집합해야함. 59~65, 복음은
모든피조물에게전파되어야함.

들으라, 오 너희, 나의 교회의 장
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

고 너희에 관하여 그리고 또한 내가
너희를 보낸 ㄱ이 땅에 관하여 내가
뜻하는바를내게서배우라.

2 대저진실로내가너희에게이르
노니, 살든지 ㄱ죽든지 나의 계명을
ㄴ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며, ㄷ환난 중
에 ㄹ충실한자는그의상이천국에서

더욱크도다.
3 너희는 이후에 임하게 될 일들에

관한너희ㄱ하나님의계획과, 많은환
난후에뒤따르게될ㄴ영광을지금너
희육신의눈으로는볼수없느니라.

4 대저많은 ㄱ환난후에야 ㄴ축복이
오느니라. 그런즉너희가많은 ㄷ영광
으로 ㄹ면류관을 쓸 그 날이 오나니,
그 시각은 아직 아니나, 가까이 왔느
니라.

5 내가미리너희에게말하는이것
을기억하여너희마음에 ㄱ간직해두
고, 이후에올것을받을지어다.

6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
르거니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너희
를보내었노니－곧너희로순종하게
하며, 너희 마음을 ㄱ준비시켜 장차
임할 일에 대하여 ㄴ증언하게 하려는
것이요,

7 또한 기초를 놓으며, 하나님의
ㄱ시온이설땅에대하여증언하는영
광을너희로얻게하려는것이요,

8 또한선지자들의입이헛되지아

124교리와 성약 58:1~8

58 1ㄱ 교성 57:1~8.
2ㄱ 벧전 4:6.
ㄴ 모사 2:22.
ㄷ 안내역경.
ㄹ 살후 1:4.

3ㄱ 안내하나님, 신회.

ㄴ 안내영광.
4ㄱ 시 30:5; 교성 101:2~7;

103:11~14; 109:76.
ㄴ 안내축복하다, 축복

받은, 축복.
ㄷ 롬 8:17~18; 

교성 136:31.
ㄹ 안내면류관; 승영.

5ㄱ 신 11:18~19.
6ㄱ 교성 29:8.
ㄴ 안내간증.

7ㄱ 안내시온.

제 58 편

1831년 8월 1일미주리주잭슨군시온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를통하여주
신 계시(교회사 1:190~195). 선지자와 그 일행은 미주리 주 잭슨 군에 도착한
후 처음으로 맞는 안식일에 예배 모임을 가졌고 두 사람이 침례를 받아 회원
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주 동안에 톰슨 지부로부터 콜스빌의 성도 몇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도착하였다(제54편 참조). 많은 사람이 새로운 집합의 장소에
서그들에대한주의뜻을알기를갈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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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한 줄을 세상이 알도록, ㄱ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름진 것의 잔치가 준
비되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기름
진것과 ㄴ오래저장하였던맑은포도
주의잔치라.

9 그러하도다. 잘 준비된 주의 집
의 만찬이 준비되게 하려는 것이니,
여기에모든민족이초대받으리라.

10 먼저는 부자와 유식한 자, 현명
한자와고귀한자요,

11 그 후에 나의 권능의 날이 임하
나니, 그때에 가난한 자, 저는 자, 그
리고 앞 못 보는 자, 그리고 듣지 못
하는 자가 ㄱ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와 장차 임할 큰 날을 위하여 예
비된주의ㄴ만찬을취하리라.

12 보라, 나 주가 이를 말하였느
니라.

13 그리고 ㄱ증언이시온에서, 참으
로, 하나님의 유업의 도시의 입에서
나아가게하려함이니－

14 그러하도다, 이 일을 위하여 내
가 너희를 이리로 보냈고 또 나의 종
ㄱ에드워드 파트리지를 택하여 이 땅
에서의 그의 사명을 그에게 지정하
였느니라.

15 그러나 만일 그가 자기의 죄 곧
믿지 않음과 마음이 눈먼 것을 회개
하지아니하면, 그는 ㄱ넘어지지않도
록조심할지어다.

16 보라, 그의 사명이 그에게 주어
졌으니, 다시주어지지아니하리라.

17 그리고 이 사명을 맡게 되는 자
는 누구든지 옛날에 그러하였던 것
같이 이스라엘의 ㄱ재판관이 되도록
임명되어, 하나님의 유업의 땅을 그
의ㄴ자녀들에게분배하며,

18 하나님의 ㄱ선지자들로 말미암
아 주어지는 왕국의 율법에 따라, 의
인의 증언에 의하여 또 자기 보좌들
의 도움을 받아 그의 백성을 재판하
게되느니라.

19 무릇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
르노니, 나의 율법이 모름지기 이 땅
에서준행되어야하느니라.

20 아무도 자신을 통치자로 여기
지말고, 하나님이그자신의뜻의권
고에따라, 재판하는자를, 또는다른
말로 하면, 재판 자리에서 권고하는
자, 즉재판자리에앉은자를다스리
게할지어다.

21 아무도 그 땅의 ㄱ법을 어기지
말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
키는 자는 그 땅의 법을 어길 필요가
없음이니라.

22 그런즉다스릴권한을가진 ㄱ그
가 다스려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복종하게하기까지는현존하는권세
에복종하라.

23 보라, 너희가 내 손에서 받은

8ㄱ 안내가난한 자.
ㄴ 사 25:6.

11ㄱ 마 22:1~14; 
계 19:9; 
교성 65:3.

ㄴ 눅 14:16~24.
13ㄱ 미 4:2.

14ㄱ 안내파트리지,
에드워드.

15ㄱ 고전 10:12.
17ㄱ 교성 107:72~74. 

안내감독.
ㄴ 안내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18ㄱ 안내선지자.
21ㄱ 눅 20:22~26; 

교성 98:4~10; 
신개 1:12. 
안내정부.

22ㄱ 안내예수 그리스도;
메시야; 복천년.



ㄱ율법은교회의율법이니, 이러한견
해를 가지고 너희는 교회의 율법을
내세울지니라. 보라, 지혜가 여기에
있느니라.

24 그리고 이제 내가 나의 종 에드
워드 파트리지에 관하여 말한 대로
이땅은그와또그가자기보좌로임
명한 자들이 거주할 땅이요, 또한 나
의 ㄱ창고를 관리하도록 내가 임명한
자들이거주할땅이니라.

25 그런즉 그들은 그들과 나 사이
에서 상의하는 대로 자기 가족을 이
땅으로데려올지니라.

26 이는 보라, 내가 범사에 명령해
야 함은 적절하지 아니함이라. 무릇
범사에 강요당하는 자는 ㄱ게으르고
현명하지 못한 종이니, 그런즉 그는
아무상도받지못하느니라.

27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은
모름지기 훌륭한 대업에 ㄱ열심히 노
력하여 자신의 자유의사로 많은 일
을 행해야 하며 많은 의를 이룩해야
하느니라.

28 이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고 이
로써 그들이 스스로 ㄱ선택의지를 행
사하는 자가 되는 까닭이니, 사람이
선을 행하는 만큼 결코 자기의 상을
잃지아니하리라.

29 그러나 명령을 받기까지는 아
무 일도 하지 않다가, 의심하는 마음
으로 명령을 받고 그것을 게을리 지

키는자, 그는ㄱ정죄를받느니라.
30 사람을 ㄱ지은내가누구이기에,

주가 이르노라, 나의 계명을 순종하
지않는자를죄없다하겠느냐?

31 내가 누구이기에, 주가 이르노
라, ㄱ약속을하고서이루지아니하였
느냐?

32 내가 명령하나 사람들이 순종
하지 아니하매, 나는 ㄱ취소하며, 그
들은복을받지못하느니라.

33 그러면 그들이 그 마음에 이르
기를,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것은 주의 일이 아니
라 하는도다. 그러나 그러한 자에게
화 있나니, 이는 그들의 상이 ㄱ아래
에서 숨어 기다리며, 위에서 오지 아
니함이니라.

34 그리고이제내가이땅에관하
여 너희에게 몇 가지 지시를 더 주
노라.

35 나의 종 마틴 해리스가 자기 돈
을 교회의 감독 앞에 ㄱ둠으로써, 교
회회원에게한본이됨은내안에있
는지혜니라.

36 그리고 또한 이것은 기업을 받
으려고 이 땅으로 오는 각 사람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는 자기 돈을 가지
고 율법이 지시하는 대로 해야 하느
니라.

37 그리고 인디펜던스에 창고 부
지와또한 ㄱ인쇄소를지을장소로토

126교리와 성약 58:24~37

23ㄱ 안내율법.
24ㄱ 교성 51:13; 70:7~11.
26ㄱ 마 24:45~51; 

교성 107:99~100.
27ㄱ 안내부지런함; 행위.
28ㄱ 안내선택의지.

29ㄱ 안내정죄.
30ㄱ 사 45:9~10; 

힐 12:6.
31ㄱ 교성 1:37~38; 82:10.
32ㄱ 교성 56:3~4.
33ㄱ 교성 29:45.

35ㄱ 교성 42:30~32.
37ㄱ 교성 5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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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구입함도또한지혜니라.
38 그리고 나의 종 마틴 해리스에

관한 다른 지시들이 영으로 말미암
아 그에게 주어지리니, 이는 그로 하
여금 자신에게 좋을 대로 자기의 기
업을받게하려는것이니라.

39 그리고 그는 자기의 죄를 회개
할지니, 이는 그가 세상의 ㄱ칭찬을
구함이니라.

40 그리고 또한 나의 종 윌리엄
ㄱ더블류 펠프스는 내가 그에게 정해
준 직책을 맡으며 이 땅에서 자기 기
업을받을지어다.

41 그리고 또한 그도 회개할 필요
가 있나니, 이는 그가 뛰어나기를 구
하며 내 앞에서 충분히 온유하지 아
니하므로, 나 주가 그를 크게 기쁘게
여기지아니함이니라.

42 보라, 자기 죄를 ㄱ회개한 자, 그
는 ㄴ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ㄷ기억하지아니하느니라.

43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
는 이로써 너희가 알 수 있나니－보
라, 그는 자기 죄를 ㄱ고백하며, 그것
들을ㄴ버리리라.

44 그리고 이제, 진실로 내가 나의
교회의 나머지 장로들에 관하여 이
르노니, 그들이 신앙의 기도를 통하
여이를원하지않는한그들이이땅
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을 시기는, 여
러 해 동안,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

니, 다만 주가 그들에게 정하여 주는
대로뿐이니라.

45 이는 보라, 그들이 땅 끝에서부
터 백성들을 함께 ㄱ밀어 와야 함이
니라.

46 그런즉함께모이라. 이땅에머
물도록 지명되지 아니한 자들, 그들
은 주변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할지
며, 그후에그들은자기가정으로돌
아갈지어다.

47 그들은 길가는 도중에 전도하
며, 모든 곳에서 진리에 대하여 ㄱ증
언하며, 부자와높은자와낮은자그
리고 가난한 자를 불러 회개하게 할
지어다.

48 또 땅의 주민들이 회개하는 만
큼, 그들은ㄱ교회를세울지어다.

49 그리고 교회의 동의로써, 오하
이오에 있는 교회를 위한 대리인을
지명하여 ㄱ시온에서 토지를 구입할
돈을받게할지어다.

50 그리고 나는 나의 종 시드니 리
그돈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노니, 그
는 시온의 땅에 대한 자세한 기록과,
영이 그에게 알려 주는 대로 하나님
의뜻을알리는성명서를ㄱ작성하며,

51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기
업으로 삼을 토지를 구입하도록 감
독의손에맡길, 곧그에게좋을대로
또는 그가 지시하는 대로 그 자신의
손에나 대리인의 손에 맡길 돈을 얻

39ㄱ 니후 26:29; 
교성 121:34~37.

40ㄱ 안내펠프스, 윌리엄
더블류.

42ㄱ 안내회개하다, 회개.
ㄴ 사 1:18. 

안내용서하다.
ㄷ 사 43:25.

43ㄱ 교성 19:20; 64:7. 
안내고백하다, 고백.

ㄴ 교성 82:7.
45ㄱ 신 33:17.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집합.

47ㄱ 교성 68:8.
48ㄱ 설명 교회의 지부들.
49ㄱ 안내시온.
50ㄱ 교성 63: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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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ㄱ 교성 63:27~31.
57ㄱ 교성 57:3; 84:3~5, 31;

97:10~17.
58ㄱ 안내만장일치.

59ㄱ 안내간증.
60ㄱ 안내징계하다, 징계.
64ㄱ 안내표적.

ㄴ 안내전파하다.

들에게 정해 준 일의 나머지와 여러
대회에서 ㄱ지시하는 나머지 일들을
수행할지어다.

59 돌아가는 도중에 자신이 알고
있고가장굳게확신하는바를 ㄱ증거
하지 않고는 아무도 이 땅에서 돌아
가지말지어다.

60 지바 피터슨에게 수여되었던
것을 그에게서 거두고 자기의 모든
죄에 대하여 충분히 ㄱ징계받기까지
는 교회 안에서 한 회원으로 지내게
하고 형제들과 더불어 자기 손으로
일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그것들
을 고백하지 아니하며, 그것들을 숨
기려고생각함이니라.

61 이 땅으로 오고 있는 교회의 나
머지 장로들도 또한 이 땅에서 대회
를 개최할지어다. 그 가운데 몇몇은
헤아릴 수 없이 심히 큰 축복을 받았
느니라.

62 그리고 나의 종 에드워드 파트
리지는 그들이 개최할 대회를 이끌
지어다.

63 그들도 또한 도중에 복음을 전
파하며, 그들에게 계시된 것을 증거
하면서돌아갈지어다.

64 대저 진실로 그 소리는 이 곳에
서부터 온 세상으로, 그리고 땅 끝까
지 나아가야만 하나니－복음은 믿
는 자들에게 따르는 ㄱ표적과 함께
모든 피조물에게 ㄴ전파되어야만 하
느니라.

기 위하여 모든 교회에 제출할 서신
및신청서를작성할지니라.

52 이는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
게 이르노니, 제자들과 사람의 자녀
들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시간이 허
락하는 대로 속히 이 지방의 전 지역
을구입하기를주가원함이니라.

53 보라, 지혜가여기있나니, 그들
은 이를 행할지어다. 그리하지 아니
하면, 염려컨대 피 흘림으로 말미암
지않고는그들이아무 ㄱ기업도받지
못할까하노라.

54 그리고 또, 토지를 획득하는 만
큼, 온갖직종의일꾼을이땅에보내
어 하나님의 성도를 위하여 일하게
할지어다.

55 이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행할지
며, 감독또는교회의대리인은이땅
의특권을때때로알릴지어다.

56 그리고 집합하는 일은 서두르
거나 도망함으로 하지 말고, 대회에
서 교회의 장로들이 권고하는 대로,
그들이 시시로 받는 지식에 따라 할
지어다.

57 그리고 나의 종 시드니 리그돈
은 이 땅과 ㄱ성전을 세울 지점을 성
별하여주께헌납할지어다.

58 그리고 대회 모임을 소집할지
며, 그후에나의종시드니리그돈과
조셉 스미스 이세는 돌아가고 또한
올리버 카우드리도 그들과 함께 돌
아가서, 내가 그들 자신의 땅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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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그리고보라인자가 ㄱ오느니라. 아멘.

65ㄱ 안내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59 1ㄱ 마 6:22~24; 
교성 88:67.

2ㄱ 마 5:5; 
교성 63:20, 48~49.

ㄴ 계 14:13. 
안내사망, 육체적; 낙원.

ㄷ 요 14:2; 교성 72:4;

76:111; 81:6; 98:18.
ㄹ 안내면류관; 승영.

3ㄱ 창 4:12; 
모세 5:37.

4ㄱ 교성 42:61; 76:7; 98:12;
121:26~29. 
안내계시.

ㄴ 안내합당, 합당한.
ㄷ 안내부지런함.

5ㄱ 안내마음.
ㄴ 신 11:1; 마 22:37; 

모로 10:32; 
교성 20:19. 
안내사랑.

ㄷ 안내섬김.
6ㄱ 안내우정 증진.
ㄴ 안내훔치다, 훔침.
ㄷ 안내간음.

3 그러하도다. 그 발이 시온의 땅
을 딛고 있으며 나의 복음에 순종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땅
의 좋은 것들을 상으로 받을 것이요,
땅은 그 ㄱ힘을 내어 열매를 맺을 것
임이라.

4 그리고 그들은 또한 위에서부터
오는축복으로, 그뿐아니라, 적지아
니한 계명으로, 또 때맞추어 주시는
ㄱ계시로 면류관을 쓰게 되리니－그
들은 내 앞에서 ㄴ충실하고 ㄷ부지런
한자들이니라.

5 그런즉내가그들에게계명을주
어 이같이 이르노니, 네 ㄱ마음을 다
하고 네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ㄴ사랑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ㄷ섬
길지니라.

6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ㄱ사랑하
라. ㄴ도적질하지 말라. ㄷ간음하지 말

1~4, 시온에 있는 충실한 성도들은
복을받을것임. 5~8, 그들은주를사
랑하고 섬기며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함. 9~19,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킴
으로써 성도들은 현세적으로나 영적
으로 복을 받을 것임. 20~24, 의인들
에게는이세상에서는평화가그리고
장차올세상에서는영생이약속됨.

보라, 주가 이르노니, 나의 계명
에 따라 나의 영광만을 ㄱ전념

하여 구하면서 이 땅에 올라온 자들
은복이있도다.

2 이는 사는 자들은 땅을 ㄱ기업으
로받을것이요 ㄴ죽는자들은그들의
모든 수고를 떠나 쉴 것이며 그들의
업적이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 또 그
들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예비한 나
의 아버지의 ㄷ거처에서 ㄹ면류관을
받으리라.

제 59 편

1831년 8월 7일미주리주잭슨군시온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를통하여주
신 계시(교회사 1:196~201). 이 계시를 기록하기에 앞서 선지자는 당시 백성
들이 집합하고 있던 시온의 땅에 관해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그 땅은 주께
서 지시하신 대로 성별되었고, 장차 성전이 세워질 부지가 헌납되었다. 주께
서는이여러계명을시온에있는성도들에게특별히적용되게하신다.



고 ㄹ살인하지 말며, 이와 비슷한 어
떠한일도하지말지니라.

7 범사에 주 네 하나님께 ㄱ감사할
지니라.

8 주 네 하나님께 ㄱ의롭게 ㄴ희생
을, 참으로 상한 마음과 ㄷ통회하는
심령의희생을바칠지어다.

9 그리고자기를더욱온전히지켜
세상에 ㄱ물들지 아니하도록 나의
ㄴ거룩한 날에 기도의 집에 가서 네
성찬을바칠지어다.

10 이는 진실로 이 날은 네 일을
쉬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네 ㄱ헌
신을 바치도록 너희에게 정해진 날
임이니라.

11 그러할지라도 네 서약을 날마
다 어느 때든지 의롭게 바쳐야 하느
니라.

12 그러나이날곧주의날에는네
죄를 네 형제들에게 그리고 주 앞에
ㄱ고백하며, 네 ㄴ헌물과 네 성찬을 지
극히 높으신 이에게 바칠 것을 기억
하라.

13 그리고 이 날에는 다른 어떠한
일도하지말것이요, 다만순전한마
음으로 음식을 준비하여 네 ㄱ금식이
온전하게 되도록, 또는 다른 말로 하
면네 ㄴ기쁨이충만하게되도록할지
니라.

14 진실로 이것이 금식과 기도니,
다른말로하면기쁨과기도니라.

15 너희는 ㄱ감사함으로, ㄴ유쾌한
ㄷ마음과얼굴로이러한일을행하고,
크게 ㄹ웃으면서하지말지니이는죄
임이라. 그러나 즐거운 마음과 유쾌
한얼굴로하면－

16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이를 행하는 만큼, 땅의 충만한 것이
너희 것이니,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
와 나무 위를 기어오르는 것과 땅 위
를걸어다니는것과,

17 이뿐 아니라, 채소와 땅에서 나
는좋은것곧음식을위하여또는의
복을 위하여 또는 집을 위하여 또는
곳간을 위하여 또는 과수원을 위하
여 또는 채소밭을 위하여 또는 포도
원을 위하여 나는 것들이 너희 것이
니라.

18 그러하도다, 제 계절에 따라
ㄱ땅에서나는모든것은사람에게유
익하도록 또 사람이 사용하도록 만
들어져서 눈을 기쁘게 하며 마음을
즐겁게하나니,

19 참으로, 음식을 위하여 또 의복
을위하여, 맛을위하여또냄새를위
하여 만들어져 육체를 강건하게 하
며, 영혼을활기있게하느니라.

20 또 그가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130교리와 성약 59:7~20

6ㄹ 안내살인하다.
7ㄱ 시 92:1; 

앨 37:37; 
교성 46:32. 
안내감사한, 감사,
감사드림.

8ㄱ 안내의로운, 의로움.
ㄴ 안내희생.
ㄷ 안내상한 마음.

9ㄱ 약 1:27.
ㄴ 안내안식일.

10ㄱ 안내예배.
12ㄱ 안내고백하다, 고백.

ㄴ 설명 시간, 재능 또는
재물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봉사하여
바치는 제물. 
안내희생.

13ㄱ 안내금식하다, 금식.
ㄴ 안내기쁨.

15ㄱ 안내감사한, 감사,
감사드림.

ㄴ 출 25:2; 
교성 64:34.

ㄷ 잠 17:22.
ㄹ 교성 88:69.

18ㄱ 안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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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셨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니, 이 목적을 위하여 그것들이 만들
어졌음이라. 판단력을 가지고 사용
할 것이요, 지나치거나 억지로 하지
말것이니라.

21 그리고 만사에 하나님의 손길
을 ㄱ인정하지아니하며, 그의계명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외에는 사
람이 어떠한 일로도 하나님께 ㄴ죄를
범하거나 어느 누구에게도 그의 진

노가불붙지아니하느니라.
22 보라, 이는 율법과 선지자에 따

른것이니, 그런즉이일에관하여더
이상나를번거롭게하지말라.

23 그러나 이를 배우라. ㄱ의의 일
을 행하는 자는 자기 ㄴ상을 받으리
니, 곧 이 세상에서는 ㄷ평화를, 장차
올세상에서는ㄹ영생을받으리라.

24 나주가이를말하였고, 영은증
언하느니라. 아멘.

21ㄱ 욥 1:21.
ㄴ 안내죄를 범하다.

23ㄱ 안내의로운, 의로움.
ㄴ 안내축복하다, 축복

받은, 축복.
ㄷ 마 11:28~30. 

안내평화.
ㄹ 교성 14:7.

60 2ㄱ 마 25:14~30. 
안내두려움－사람에
대한 두려움.

ㄴ 엡 6:19~20.

ㄷ 눅 8:16, 18.
3ㄱ 막 4:25; 

교성 1:33.
4ㄱ 앨 43:50.
ㄴ 사 62:3; 슥 9:16; 

말 3:17; 교성 101:3.

니하고내가그들에게준재능을 ㄷ숨
김이니라. 그러한 자에게 화 있나니,
이는 나의 분노가 그들을 향하여 불
붙음이니라.

3 또 이렇게 되리니, 만일 그들이
내게 더욱 충실하지 아니하면, 그들
은가진것마저ㄱ빼앗기리라.

4 이는나주가위로하늘에서, 그리
고 땅의 ㄱ군대 가운데서 다스림이니,
내가 나의 ㄴ보석을 모으는 날에 모든
사람이하나님의권능을말해주는것
이무엇인지를알게되리라.

5 그러나 진실로, 너희가 떠나온
땅으로 여행하는 일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배 한 척을 지으

1~9, 장로들은악인의회중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해야 함. 10~14, 그들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하고,
자기 재능을 묻어두지 말아야 함.
15~17, 그들은복음을거절한자들에
대한증거로자기발을씻을수있음.

보라, 이같이 주가 자기 교회의
장로들곧자신들이떠나온땅

으로 속히 돌아가야 하는 자들에게
이르노라. 보라, 너희가 이리로 올라
왔음은나를기쁘게하느니라.

2 그러나몇사람을내가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그들이사람을 ㄱ두
려워하여그들의 ㄴ입을열려하지아

제 60 편

1831년 8월 8일 미주리 주 잭슨 군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
시(교회사1:201~202). 이당시동부로돌아가라는지명을받은장로들은어떻
게나아가야하며, 어떠한경로와방식으로여행해야할지를알기원하였다.



라. 그렇지 않으면 사든지 내게는 상
관이없으니너희좋을대로하라. 그
리하여세인트루이스라하는곳으로
속히여행할지어다.

6 그리고 그 곳에서부터 나의 종
시드니 리그돈, 조셉 스미스 이세 그
리고올리버카우드리는신시내티로
여행할지어다.

7 또이곳에서그들은노하거나의
심하지 말고, 그들 위에 거룩한 손을
들어올리고, 목소리를 높여 큰 음성
으로 나의 말을 선포할지어다. 이는
내가능히너희를ㄱ거룩하게할수있
고또너희죄가ㄴ사하여졌음이니라.

8 그리고나머지는둘씩짝을지어
세인트루이스에서여행을떠나그들
이 떠나왔던 교회로 돌아가기까지
악인의 회중 가운데서, 서두르지 말
고나의말을전파할지어다.

9 이 모든 것은 여러 교회의 유익
을위한것이니, 이목적으로내가그
들을보냈느니라.

10 그리고나의종 ㄱ에드워드파트
리지는 내가 그에게 준 돈의 일부를
돌아가라는 명을 받은 나의 장로들
에게나누어줄지어다.

11 그리고할수있는자는이를대
리인을 통하여 갚을지어다. 할 수 없
는자에게는요구되지아니하느니라.

12 그리고 이제 나는 이 땅으로 오
기로 되어 있는 나머지 사람들에 대
하여말하노라.

13 보라, 그들은 악인의 회중 가운
데서 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냄
을 받았느니라. 그런즉 내가 그들에
게 한 가지 명령을 주노니, 이러하니
라. 너는 네 시간을 ㄱ헛되이 보내지
말며, 네 ㄴ재능을알리지아니하려고
묻어두지말라.

14 그리고 네가 시온의 땅으로 올
라와 나의 말을 선포한 후에는, 속히
돌아가면서 악인의 회중 가운데서
나의 말을 선포하되, 서두르지 말며
ㄱ노하거나다투지말지니라.

15 그리고너를영접하지아니하는
자들을대하여네발의 ㄱ먼지를털어
버리되, 네가 그들을 노하게 할까 염
려하여 그들 앞에서는 하지 말고 은
밀히 하라. 그리고 심판하는 날에 그
들에대한증거로네발을씻으라.

16 보라, 이것으로 너희에게는 족
하며, 이것이 너희를 보낸 이의 뜻이
니라.

17 그리고 나의 종 조셉 스미스 이
세의 입으로 시드니 리그돈과 올리
버 카우드리에 관하여 알려 주리라.
나머지는 이후에 알려 주리라. 참으
로그러하리라. 아멘.

132교리와 성약 60:6~17

7ㄱ 안내거룩함.
ㄴ 안내용서하다.

10ㄱ 안내파트리지,
에드워드.

13ㄱ 교성 42:42. 
안내게으른, 게으름.

ㄴ 마 25:24~30; 
교성 82:18.

14ㄱ 잠 14:29.
15ㄱ 마 10:14; 눅 9:5; 

행 13:51; 교성 24:15;
75:20; 84:92.

제 61 편

1831년 8월 12일미주리강매킬웨인스벤드강둑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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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주께서물위에많은멸망이있
도록 정하셨음. 13~22, 물은 요한에
게저주를받았고, 멸하는자는그수
면을타고있음. 23~29, 어떤이는물
을 명할 권능을 가지고 있음. 30~35,
장로들은 둘씩 짝을 지어 여행하며
복음을 전파해야 함. 36~39, 그들은
인자의오심을맞을준비를해야함.

보라, 그리고 모든 ㄱ권능을 지녔
고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도록

존재하며, 참으로ㄴ알파와오메가, 시
작과끝이되는이의음성을들으라.

2 보라, 오 너희 이 지점에 모인 나
의 교회의 장로들아, 진실로 이같이
주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너희 죄는
지금 사하여졌나니, 이는 나 주가 죄
를 ㄱ용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자
기 죄를 ㄴ고백하는 자에게 ㄷ자비로
우니라.

3 그러나진실로내가너희에게이
르노니, 한편으로 강 양편의 주민들
이 믿지 않는 가운데 멸망하고 있는
데이나의장로들의온무리가물위
로급히가야할필요가없느니라.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로 증거
하게 하려고 나는 이를 허락하였나

니, 보라, 물 위에는 많은 위험이 있
으며, 이후에는특히더그러하리라.

5 이는 나 주가 나의 분노 중에 물
위에많은멸망이있도록정하였음이
라. 더욱이이물에특히그러하니라.

6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육체는
내 손안에 있나니, 너희 가운데 충실
한자는물로멸망당하지아니하리라.

7 그런즉나의종시드니길버트와
나의종 ㄱ윌리엄더블류펠프스는맡
은 심부름과 사명을 서둘러 행할 필
요가있느니라.

8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가
하나가 되게 하고 ㄱ사악함 가운데 멸
망당하지않게하기위하여너희모든
죄에 대하여 ㄴ징계 받기까지는 너희
가떠남을허락하려아니하였느니라.

9 그러나이제진실로내가이르노
니, 너희가 떠나는 것이 내게 마땅하
니라. 그런즉 나의 종 시드니 길버트
와 나의 종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는
이전의 일행을 데리고 서둘러 여행
하게 하여 자기들의 사명을 수행할
지니, 그리하면 신앙을 통하여 그들
은이기리라.

10 또 그들이 충실하면 보전될 것
이요, 나주가그들과함께하리라.

61 1ㄱ 안내권능.
ㄴ 안내알파와 오메가.

2ㄱ 모사 4:10~11. 
안내용서하다.

ㄴ 안내고백하다, 고백.
ㄷ 안내자비로운, 자비.

7ㄱ 안내펠프스, 윌리엄
더블류.

8ㄱ 안내악한, 악함.
ㄴ 안내징계하다, 징계.

통하여 주신 계시(교회사 1:202~205). 선지자와 열 명의 장로는 커틀랜드로
돌아오는 여행길에 카누를 타고 미주리 강을 내려왔다. 여행을 떠난 지 사흘
째되던날위험한일을많이겪었다. 윌리엄더블류펠프스장로는한낮의시
현에서, 멸하는자가능력을가지고수면을타고있는것을보았다.



11 그리고 나머지는 필요한 의복
을가지고가게할지어다.

12 필요하지 않은 것은 너희가 합
의하게 되는 대로 나의 종 시드니 길
버트가가지고가게할지어다.

13 그리고 이제 보라, 너희 ㄱ유익
을 위하여 내가 이러한 일에 관하여
한 가지 ㄴ명령을 너희에게 주었거니
와, 나주는옛날에사람들과한것같
이너희와이치를논하리라.

14 보라, 나 주는 태초에 ㄱ물을 축
복하였으나, 마지막 날에 나는 나의
종요한의입으로물을 ㄴ저주하였느
니라.

15 그런즉 어떠한 육체도 물 위에
서안전하지못할날이오리라.

16 그리고 후일에는 마음이 올바
른 자 외에는 물 위로 시온의 땅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하여지리라.

17 그리고 나 주가 태초에 땅을
ㄱ저주한것같이, 마지막날에는나의
성도들이 사용하도록 내가 땅을 그
시기에 축복하여 그 기름진 것을 취
하게하였느니라.

18 이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한 가
지 명령을 주노라. 내가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
니, 너희는너희형제들이이물로여
행하여 오지 않도록 이 물에 대하여
미리경고할지니라. 염려컨대그들이
신앙을잃고올무에잡힐까하노라.

19 나 주는 명하였고, 멸하는 자는

수면을타고있나니, 나는그명을취
소하지아니하노라.

20 나주는어제너희에게노하였으
나, 오늘은내노가돌이켜졌느니라.

21 그런즉 내가 말한 자들 곧 서둘
러 여행을 떠나야 하는 자들은－거
듭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서둘러여행을떠날지어다.

22 그리고 만일 그들이 맡은 사명
을 수행하면, 조금 후에 그들이 물로
가든지 육지로 가든지 내게는 상관
없나니, 이 일은 이후에 그들의 판단
에 따라 그들에게 알려지는 대로 할
지어다.

23 그리고 이제 나의 종 시드니 리
그돈, 조셉스미스이세및올리버카
우드리에 관하여 이르노라. 그들은
집으로 여행하는 동안 운하가 아니
거든 다시는 물 위로 오지 말지어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운하가 아니
거든 여행하기 위하여 물 위로 오지
말지니라.

24 보라, 나주는나의성도들의여
행을위한길을정하였노니, 보라, 이
것이 그 길이니라－곧 그들이 여행
하여 시온 땅으로 올라가라는 명을
받고 있는 만큼, 그들은 운하를 떠난
뒤에는뭍으로여행할지니라.

25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들 같이 행하여 도중에 그들의 천막
을ㄱ칠지니라.

26 또보라, 이명령을너희는너희
형제모두에게줄지니라.

134교리와 성약 61:11~26

13ㄱ 교성 21:6.
ㄴ 안내하나님의 계명.

14ㄱ 창 1:20.

ㄴ 계 8:8~11.
17ㄱ 모세 4:23.
25ㄱ 민 9:18.



135 교리와 성약 61:27~39

27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명령
할 ㄱ권능이주어진자그에게는영으
로서 그의 모든 길을 아는 것이 주어
지느니라.

28 그런즉 이후로는 행하도록 나
에게 맡겨져 있으니 그는 뭍으로든
지 물 위로든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명하시는 대로 행할지
어다.

29 그리고 너희에게는 성도들이
여행해야 할 경로 곧 주의 진영의 성
도들이 여행해야 할 길이 주어지느
니라.

30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
게 이르노니, 나의 종 시드니 리그돈,
조셉스미스이세및올리버카우드리
는신시내티에도착할때까지악인의
회중가운데서입을열지말지니라.

31 그리고 그 곳에서 그들은 그 곳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께 그들의 목
소리를 높일지니, 참으로 멸망당할
때가 거의 ㄱ무르익은 백성, 그들의
죄악에 대해 그 진노가 불붙듯 하시
는이에게그리할지어다.

32 그리고 그 곳에서부터 그들은
자기 형제들의 회중을 향하여 여행
할지어다. 이는 실로 지금 그들의 수
고가 악인의 회중 가운데서보다 그
들가운데더욱크게필요함이니라.

33 그리고 이제 나머지에 관하여
이르노니, 그들은 여행하며, 주어지

는 만큼 악인의 회중 가운데서 말씀
을ㄱ선포할지어다.

34 그리고 그들이 이를 행하는 만
큼, 그들은 자기의 옷이 더러워짐을
ㄱ면하리니, 그들이 내 앞에서 흠 없
게되리라.

35 그리고 그들은 여행하되, 함께
가든지 ㄱ둘씩짝지어가든지그들좋
을대로하라. 다만내가기뻐하는나
의 종 새뮤얼 에이치 스미스와 나의
종 레이놀즈 케이훈은 자기 집에 돌
아갈 때까지 헤어지지 말지니, 이는
내 안에 있는 한 현명한 목적을 위한
것이니라.

36 그리고 이제 진실로 내가 너희
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사람에게 말
하는 것은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니
라. ㄱ어린아이들아 기뻐하라. 이는
내가 너희 ㄴ가운데 있고 너희를 ㄷ버
리지아니하였음이니라.

37 또 너희가 내 앞에서 스스로를
겸손히 낮춘 만큼, ㄱ왕국의 복은 너
희것이니라.

38 인자의 오심을 바라고 기다리
면서너희허리를동이고 ㄱ깨어있고
진지하라. 이는 너희가 생각하지 않
은시각에그가오는까닭이니라.

39 너희가 ㄱ유혹에들지않도록항
상 ㄴ기도하라. 그리하여너희가살든
지죽든지그가오는날을견딜수있
게하라. 참으로그러하도다. 아멘.

27ㄱ 안내신권; 권능.
31ㄱ 앨 37:31; 

힐 13:14; 
교성 101:11.

33ㄱ 안내전파하다;
증언하다.

34ㄱ 니후 9:44; 
야곱 2:2; 
모사 2:28.

35ㄱ 안내선교 사업.
36ㄱ 요 13:33.

ㄴ 마 18:20.

ㄷ 사 41:15~17; 
니전 21:14~15.

37ㄱ 교성 50:35.
38ㄱ 안내살펴보다, 파수꾼.
39ㄱ 안내유혹하다, 유혹.

ㄴ 안내기도.



1~3, 증언은 하늘에 기록됨. 4~9, 장
로들은판단에따라그리고영이지시
하시는대로여행하며전도해야함.

보라그리고 들으라, 오 너희, 나
의 교회의 장로들아, 사람의

연약함과 ㄱ유혹에 빠진 자를 어떻게
ㄴ도울지를 아는 주 너희 하나님 곧
예수그리스도, 너희의 ㄷ변호자가이
르노라.

2 그리고 진실로 나의 눈은 시온
땅으로 아직 올라가지 아니한 자들
을 바라보고 있나니, 그런즉 너희의
사명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아니하
였느니라.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복이
있나니, 이는너희가증거한 ㄱ증언이
천사들이 보도록 하늘에 ㄴ기록되었
고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며,
너희ㄷ죄는사하여졌음이니라.

4 그리고이제너희여행을계속하
라. ㄱ시온의 땅에 모여 모임을 가지
고 함께 기뻐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에게성찬을바치라.

5 그러고나서증언하기위하여돌
아가도 좋으니라. 그러하도다. 모두
함께 하든지 둘씩 짝을 짓든지 너희
보기에 좋을 대로 할 것이요, 내게는
상관이 없느니라. 다만 충실하라. 그
리고 땅의 주민에게 또는 악인의 회
중가운데서기쁜소식을ㄱ선포하라.

6 보라, 나 주는 너희 가운데 충실
한 자들이 보전되어 미주리 땅에서
함께 기뻐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
루어지게 하려고 너희를 함께 모았
나니, 나 주는 충실한 자에게 약속하
고 ㄱ거짓말할수없느니라.

7 만일 너희 가운데 누가 말이나
노새나 마차를 타기 원하면 나 주는
그가 범사에 ㄱ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의손에서이를받을진대, 그가이축
복을받는것을기꺼워하느니라.

8 이러한일은판단과영의지시에
따라행하도록너희에게맡기노라.

9 보라, ㄱ왕국은너희것이니라. 그
리고보라또보라, 나는충실한자와
항상 ㄴ함께있느니라. 참으로그러하
도다. 아멘.

136교리와 성약 62:1~9

62 1ㄱ 안내유혹하다, 유혹.
ㄴ 히 2:18; 

앨 7:12.
ㄷ 교성 45:3~4. 

안내변호자.
3ㄱ 눅 12:8~9. 

안내간증.

ㄴ 안내생명의 책.
ㄷ 교성 84:61.

4ㄱ 교성 57:1~2.
5ㄱ 안내선교 사업.
6ㄱ 이더 3:12.
7ㄱ 안내감사한, 감사,

감사드림.

9ㄱ 교성 61:37.
ㄴ 마 28:20.

제 62 편

1831년 8월 13일미주리주채리턴의미주리강둑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를
통하여주신계시(교회사1:205~206). 이날인디펜던스에서커틀랜드로가고
있던 선지자와 그의 일행은 시온 땅으로 가고 있던 장로 몇 사람을 만나 기쁘
게인사를나눈다음이계시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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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진노의 날이 악인에게 임할 것
임. 7~12, 표적은신앙으로말미암아
옴. 13~19, 마음에 간음하는 자는 신
앙을 부인할 것이요, 불 못에 던져질
것임. 20, 충실한자는변형된지구에
서 기업을 받을 것임. 21, 변형의 산
에서 있었던 일의 내용은 아직 모두
알려지지 아니하였음. 22~23, 순종
하는 자는 왕국의 비밀을 받게 됨.
24~31, 시온에서의 기업은 구입해야
함. 32~35, 주께서 전쟁을 명하시며,
악인이 악인을 죽임. 36~48, 성도는
시온으로집합해야하며시온을건설
할 재원을 마련해야 함. 49~54, 충실
한 자에게는 재림 때와 부활 때와 복
천년 동안의 축복이 확약됨. 55~58,
오늘은 경고의 날임. 59~66, 권세 없
이 주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는 주의
이름을망령되게일컫는것임.

들으라, 오 너희 백성들아, 그리
고너희마음을열고먼곳에서

귀를 기울이며 들으라. 스스로를 주

의 백성이라 일컫는 너희여, 주의 말
씀과너희에대한그의뜻을들으라.

2 그러하도다. 진실로내가이르노
니, 악한 자와 ㄱ거역하는 자에게 분
노가불붙는이의말을들으라.

3 그는 ㄱ취할 자들을 취하기를 뜻
하며, 보전할 자들의 생명을 보전하
는자요,

4 스스로의뜻과기뻐하는바에따
라 일으켜 세우며, 원할 때 무너뜨리
며, 능히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자니라.

5 보라, 나 주가 나의 음성을 발하
나니, 순종할지니라.

6 그런즉,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악인은 조심하게 할지며, 거역하는
자는 두려워하며 떨게 할지며, 믿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입술을 다물게
할지어다. 이는 ㄱ진노의 날이 ㄴ회리
바람같이 그들에게 임할 것임이요,
모든 육체가 나를 하나님인 줄 ㄷ알
것임이니라.

7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자는 ㄱ표

63 2ㄱ 안내거역.
3ㄱ 안내사망, 육체적.
6ㄱ 안내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ㄴ 렘 30:23.
ㄷ 사 49:26.

7ㄱ 교성 46:9. 
안내표적.

제 63 편

1831년 8월 하순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
신계시(교회사1:206~211). 선지자와시드니리그돈그리고올리버카우드리
는미주리를방문하고8월27일커틀랜드에도착했다. 이계시의기록에대한
서문에서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교회의 이 유아기에 있어서 사
람들은 우리의 구원에 어떻게든 관련이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주의 말씀
얻기를 간절히 원하였다. 그리고 시온의 땅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현세적인
관심사였으므로, 나는 성도들의 집합, 토지의 구입, 기타 제반 문제에 관하여
더많은지식을얻고자주께물었다”(교회사1:207).



적을 보게 되려니와, 구원에 이르지
는못하리라.

8 진실로내가너희에게이르노니,
너희 가운데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리고 태초부터 그러한
자들이있었느니라.

9 그러나 보라, 신앙은 표적으로
인하여 오지 아니하며, 믿는 자들에
게표적이따르는것이니라.

10 그러하도다. 표적은 ㄱ신앙으로
인하여 오나니, 사람들의 뜻으로도
아니요, 그들이 기뻐하는 대로도 아
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오느
니라.

11 그러하도다. 표적은 신앙으로
인하여 와서 위대한 일을 이루나니,
이는 ㄱ신앙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노
여워하는 자를 그는 기뻐하지 아니
하나니, 그런즉 그러한 자에게는 그
가 아무 표적도 보이지 아니하되, 다
만 ㄴ진노하여 ㄷ정죄에 이르게 할 때
뿐이니라.

12 그런즉 나 주는 너희 가운데 표
적과 기이한 일을 구하되, 신앙을 위
하여 구하고 나의 영광에 이르도록
사람의유익을위하여구하지아니한
자들을기쁘게여기지아니하느니라.

13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
계명을 주거니와, 많은 자가 나의 계

명에서 돌이켜 그것들을 지키지 아
니하였도다.

14 너희가운데 ㄱ간음한남자와여
자가 있었나니, 그 중 몇은 너희에게
서 돌이켜 떠났고 다른 자들은 너희
와 함께 머물러 있으나 이후에 드러
나리라.

15 그 같은 자들은 조심하며, 속히
회개하게할지어다. 그리하지아니하
면, 두렵건대 심판이 올무와 같이 그
들에게 임하며, 그들의 어리석음이
밝혀져 그들의 행위가 백성이 보는
가운데그들을따라다닐까하노라.

16 그리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전에 말한 것같이
ㄱ음욕을 품고 여자를 ㄴ보는 자나, 만
일 어느 누가 자기 마음에 ㄷ간음을
범하면, 그들은 영을 지니지 못하고
신앙을부인하며두려워하리라.

17 그런즉 나 주가 말하기를, ㄱ두
려워하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와
모든 ㄴ거짓말하는 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사랑하고 ㄷ지어내는 자와
행음하는 자와 술객은 저 불과 유황
으로타는 ㄹ못에참여하게되리라하
였노니, 이는ㅁ둘째사망이니라.

18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그들은
ㄱ첫째부활에참여하지못하리라.

19 그리고이제보라, 나주가너희
에게 이르노니, 너희 가운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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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ㄱ 모로 7:37. 안내신앙.
11ㄱ 히 11:6.

ㄴ 교성 35:11.
ㄷ 교성 88:65.

14ㄱ 교성 42:24~25.
16ㄱ 안내탐욕.

ㄴ 마 5:27~28; 

교성 42:23~26.
ㄷ 안내간음.

17ㄱ 계 21:8.
ㄴ 안내거짓말 함.
ㄷ 계 22:15; 

교성 76:103.
ㄹ 계 19:20; 

니후 9:8~19, 26; 28:23;
야곱 6:10; 
앨 12:16~18; 
교성 76:36. 
안내지옥.

ㅁ 안내사망, 영적.
18ㄱ 계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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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있으므로 너희는 ㄱ의롭다 함을
얻지못하느니라.

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ㄱ견디고나의뜻을행하는자는이길
것이요, 변형의날이임할때에땅위
에서ㄴ기업을받으리니,

21 ㄱ산위에서나의사도들에게보
여 준 그러한 모양으로 ㄴ지구가 ㄷ변
형될때라. 이일에대한완전한기사
를너희는아직받지못하였느니라.

22 그리고 이제 진실로 내가 너희
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의 뜻을 너희
에게 알게 하리라 말한 것같이 보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니
와 계명으로써 하지 아니하리니, 이
는 나의 계명을 지켜 준행하지 아니
하는자가많음이니라.

23 그러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에게는내가나의왕국의여러 ㄱ비밀
을 주리니, 그것들이 그 안에서 영원
한 생명에 이르도록 ㄴ솟아나는 ㄷ생
수의샘이되리라.

24 그리고 이제 보라, 자기 성도들
에 관한 주 너희 하나님의 뜻은 이러
하니, 곧 그들은 역병을 가져오는 혼
란이생기지않도록서두르지말고시
온의 땅으로함께모여야하느니라.

25 보라, ㄱ시온의 땅은－나 주가
그것을 내 자신의 손 안에 쥐고 있
느니라.

26 그러할지라도 나 주는 가이사
의것은 ㄱ가이사에게돌리느니라.

27 그런즉 나 주는 너희가 토지를
구입하기를 원하노니, 그리하여 너
희로 세상에 대하여 유리한 입장에
서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세상에 권
리를 주장하게 하려 함이요, 그들이
선동을 받아 노하지 않게 하려 함이
니라.

28 이는 ㄱ사탄이그들의마음에너
희에 대하여 노하고 피를 흘리게 하
려는뜻을넣음이니라.

29 그런즉 시온의 땅은 구입함으
로써나 피로써가 아니고는 획득할
수 없으리니, 달리는 너희를 위하여
아무기업도없느니라.

30 그리고 만일 구입함으로써 한
다면보라, 너희는복이있느니라.

31 그리고 만일 피로써 한다면 너
희는 피를 흘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
으므로, 보라, 너희원수가너희를공
격하나니, 너희는 채찍질을 받아 도
시에서 도시로, 회당에서 회당으로
쫓겨 다닐 것이요, 남아서 기업을 받
을자가매우적으리라.

32 나 주는 악인을 노여워하나니,
나는 땅의 주민에게 줄 나의 영을 유
보하고있느니라.

33 나는 나의 진노 중에 맹세하고
지면에 ㄱ전쟁을 명하였나니, 악인이

19ㄱ 안내의롭게 됨, 
의롭게 되다.

20ㄱ 교성 101:35.
ㄴ 마 5:5; 

교성 59:2; 88:25~26.
21ㄱ 마 17:1~3.

ㄴ 안내지구－지구의

마지막 상태.
ㄷ 안내세상－세상의 끝.

23ㄱ 앨 12:9~11; 
교성 42:61; 84:19;
107:18~19.

ㄴ 요 4:14.
ㄷ 안내생수.

25ㄱ 안내시온.
26ㄱ 눅 20:25; 

교성 58:21~23. 
안내정부.

28ㄱ 안내악마.
33ㄱ 안내전쟁.



악인을 죽일 것이요, 두려움이 각 사
람에게임하리라.

34 ㄱ성도들도또한피하기힘들것
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주는 그
들과 함께 하며, 나의 아버지의 면전
에서 하늘에 ㄴ내려와 꺼지지 않는
ㄷ불로ㄹ악인을태워없애리라.

35 보라, 이일은아직은아니나곧
있으리라.

36 그런즉 나 주가 지면에 이 모든
일을 명하였은즉, 나는 나의 성도들
이시온의땅에모일것과,

37 모든 사람이 자기 손에 ㄱ의를
들고 자기 허리에 충실을 매고 땅의
주민에게경고의 ㄴ음성을높이며, 말
로써나 도망함으로써 ㄷ황폐가 악인
에게임할것을선포하기원하노라.

38 그런즉 커틀랜드에 있는 나의
제자들 곧 이 농장에 사는 자들은 자
신들의현세적인일을정리할지어다.

39 이 농장을 돌보는 나의 종 타이
터스 빌링즈는 그 곳에 거주하는 사
람들과 함께 다가오는 봄에 시온의
땅으로 올라갈 여행 준비가 되도록
그 땅을 처분할지니, 내가 내 자신을
위해 남겨 놓을 자들 곧 내가 명하기
까지는 가지 않아야 할 자들을 제외
하고떠날지어다.

40 그리고 적든지 많든지 내게는
상관없으니, 절약할 수 있는 돈은 모
두 시온의 땅으로 올려 보내어 내가

받도록지명한자들에게보낼지어다.
41 보라, 나 주는 나의 종 조셉 스

미스 이세에게 능력을 주어 시온의
땅으로 올라 가야할 자와 나의 제자
들 중 머물러 있어야 할 자들을 ㄱ영
으로써분별할수있게하리라.

42 나의 종 뉴얼 케이 휘트니는 자
기상점또는다른말로하면그상점
을 잠시 동안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
을지어다.

4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누
어 줄 수 있는 모든 돈을 주어 시온
땅으로올려보낼지어다.

44 보라, 이러한일은그의손에달
려 있으니, 그는 지혜를 따라 행할지
어다.

45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그는 머
물러 있을 제자들을 위한 대리인으
로성임될지어다. 또그는이권능에
성임될지어다.

46 그리고 이제 나의 종 올리버 카
우드리와 함께 여러 교회를 속히 방
문하여 이 일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할지어다. 보라, 이것이 나의 뜻
이니, 내가 지시한 대로 돈을 마련할
지어다.

47 ㄱ충실하고 견디는 자는 세상을
이기리라.

48 시온의 땅으로 재물을 올려 보
내는자는이세상에서 ㄱ기업을받을
것이요, 그의 행위가 그를 따를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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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ㄱ 안내성도.
ㄴ 안내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ㄷ 안내불.
ㄹ 마 3:12; 

니후 26:6; 

교성 45:57; 64:24;
101:23~25, 66. 
안내악한, 악함.

37ㄱ 안내의로운, 의로움.
ㄴ 교성 1:4.
ㄷ 사 47:11.

41ㄱ 안내분별의 은사.
47ㄱ 모사 2:41; 

교성 6:13.
48ㄱ 교성 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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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또한 장차 올 세상에서도 보상을
받으리라.

49 뿐만 아니라 지금 이후로 주 안
에서 ㄱ죽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
서 오사 옛 것이 ㄴ사라지고 만물이
새로워질 때에 그들은 죽은 자 가운
데서 ㄷ일어나고 그 후로는 ㄹ죽지 아
니하고 거룩한 성 안에서 주 앞에서
기업을받으리라.

50 또 주께서 오실 때에 살아 있고
신앙을 지킨 자, 그는 ㄱ복이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의 나
이에 ㄴ죽도록정해져있느니라.

51 그런즉 자녀는 ㄱ장성하여 ㄴ이
윽고 늙게 되고, 늙은이는 죽을 것이
니라. 그러나 그들은 흙 속에서 자지
아니하고 눈 깜빡하는 사이에 ㄷ변화
되리라.

52 그런즉, 이 이유로 인하여 사도
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세상에 전파
하였느니라.

53 이 일들은 너희가 반드시 바라
고 기다려야만 할 일이니, 주의 방식
으로 말하면, 이 일들은 지금 ㄱ가까
이왔고장차곧인자가오는날에있
을일이니라.

54 그리고 그 시각까지 지혜로운
자 가운데 어리석은 ㄱ처녀들이 있으

리니, 그 시각에 의인과 악인이 완전
히갈라지게되리라. 또그날에내가
나의 천사들을 보내어 악인을 ㄴ뽑아
내어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 넣게
하리라.

55 그리고 이제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주는 나의 종
ㄱ시드니 리그돈을 기쁘게 여기지 아
니하노라. 그는 그 마음에 자신을
ㄴ높이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
고영을슬프게하였느니라.

56 그런즉그의 ㄱ글은주께서받으
실만한것이되지못하나니, 그는다
시 써야 하느니라. 그리고 만일 주께
서 그것을 받지 아니하시면 보라, 그
는 내가 임명한 직분을 더 이상 수행
하지못하느니라.

57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
게 이르노니, 죄인에게 회개하도록
ㄱ경고하기를 온유한 가운데 마음으
로원하는 ㄴ자들은이권능에성임되
게할지어다.

58 무릇 오늘은 경고하는 날이요,
많은말을하는날이아니니, 이는나
주는 마지막 날에 조롱당하지 아니
할것임이니라.

59 보라, 나는 위에서 난 자요, 나
의 권능은 아래에 있느니라. 나는 만

49ㄱ 계 14:13; 
교성 42:44~47.

ㄴ 고후 5:17.
ㄷ 안내부활.
ㄹ 계 21:4; 

앨 11:45; 
교성 88:116. 
안내불멸의, 불멸.

50ㄱ 안내축복하다, 축복
받은, 축복.

ㄴ 안내사망, 육체적.
51ㄱ 사 65:20~22; 

교성 45:58; 101:29~31.
ㄴ 안내복천년.
ㄷ 고전 15:51~52; 

교성 43:32.
53ㄱ 교성 35:15.
54ㄱ 마 25:1~13; 

교성 45:56~59.
ㄴ 모사 16:2.

55ㄱ 안내리그돈, 시드니.
ㄴ 안내교만.

56ㄱ 교성 58:50.
57ㄱ 교성 18:14~15. 

안내선교 사업;
경고하다, 경고.

ㄴ 교성 4:3~6.



유 위에 있고, 만유 안에 있고, 만유
를 통하여 있으며, 모든 것을 ㄱ살피
나니, 모든것이내게복종할날이오
느니라.

60 보라, 나는 ㄱ알파와 오메가 곧
예수그리스도니라.

61 그런즉모든사람은나의 ㄱ이름
을 어떻게 입술에 담을지 조심할지
어다.

62 이는 보라, 진실로 내가 이르노
니, 주의이름을사용하되, 권세가없
으므로 헛되이 이를 사용하여 이 정
죄아래있는자가많음이니라.

63 그런즉 교회 회원은 자기 죄를
회개할지어다. 그리하면 나 주가 그
들을 나의 것으로 삼으려니와, 그렇
지 아니하면 그들은 끊어버림을 당

1~11, 성도들은 더 큰 죄가 그들 가
운데 남아 있지 않도록 서로 용서하
라는 명을 받음. 12~22, 회개하지 아
니하는 자는 교회 앞에 소환되어야
함. 23~25, 십일조를 바치는 자는 주
가오실때타지아니할것임. 26~32,

성도는 빚에 대해 경고를 받음.
33~36, 거역하는 자는 시온에서 끊
어버림을 당할 것임. 37~40, 교회는
민족들을 심판할 것임. 41~43, 시온
은번성할것임.

하리라.
64 위에서 오는 것은 ㄱ성스러우며

신중히그리고영이권하는대로 ㄴ말
해야 함을 기억하라. 이같이 하면 정
죄가없나니, ㄷ기도를통하여너희는
영을 받느니라. 그런즉 이것이 없으
면정죄가그대로있느니라.

65 나의 종 조셉 스미스 이세와 시
드니 리그돈은 ㄱ기도를 통하여 영으
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는 대로 자
신들을위한집한채를찾을지어다.

66 이러한 일들은 인내를 통하여
극복해야 하는 일이니, 그러한 자로
하여금 지극히 크고 영원한 ㄱ영광의
ㄴ중한 것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
지아니하면, 더큰정죄를받게되리
라. 아멘.

142교리와 성약 63:60~66

59ㄱ 고전 2:10.
60ㄱ 안내알파와 오메가.
61ㄱ 안내모독.
64ㄱ 안내거룩한.

ㄴ 안내경건.
ㄷ 교성 42:14.

65ㄱ 안내기도.
66ㄱ 롬 8:18; 

교성 58:4; 136:31.
ㄴ 고후 4:17.

제 64 편

1831년 9월 11일오하이오주커틀랜드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를통하여교
회의 장로들에게 주신 계시(교회사 1:211~214). 미주리에 가 있는 동안 중단
되었던성경번역일을재개하기위하여선지자는오하이오주하이럼으로옮
겨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시온(미주리 주)으로 여행하라는 명을 받았던 형
제의한무리가10월에떠날준비를하느라열심히일하고있었다. 이바쁜시
기에이계시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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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오 너희, 나의 교회의 장로
들아, 이같이 주 너희 하나님

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들으며, 너희에 관한 나의 뜻
을받으라.

2 대저진실로내가너희에게이르
노니, 나는너희가세상을 ㄱ이기기를
원하노라. 그런즉나는너희를 ㄴ측은
히여기리라.

3 너희 가운데 죄를 범한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이르
노니, 이번 한 번만 나 자신의 ㄱ영광
을 위하여 그리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나는너희의죄를 ㄴ사하여주
었느니라.

4 나는너희에게자비로우리니, 이
는 내가 왕국을 너희에게 주었음이
니라.

5 그리고 왕국의 비밀의 ㄱ열쇠는
나의 종 조셉 스미스 이세가 나의
ㄴ의식들을순종할진대, 그가사는동
안, 내가 정한 방법을 통하여 그에게
서거두어지지아니하리라.

6 까닭 없이 그를 대적할 기회를
찾는자들이있도다.

7 그럼에도불구하고그는죄를범
하였느니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너
희에게이르노니, 나주는내앞에자
기죄를 ㄱ고백하며용서를구하는자

로서 ㄴ죽음에이르는죄를범하지아
니한자들의죄를ㄷ용서해주느니라.

8 옛날의나의제자들이서로대적
할 ㄱ기회를 찾으며, 마음에 서로 용
서하지 아니하더니, 이 악으로 인해
그들이고난을겪고심히 ㄴ징계를받
았느니라.

9 그런즉내가너희에게이르노니,
너희는 마땅히 서로 ㄱ용서해야 하느
니라. 이는 자기 형제의 과실을 ㄴ용
서해 주지 아니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정죄받음이니, 더큰죄가그에게머
물러있음이니라.

10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ㄱ용
서하려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
을ㄴ용서할것이요구되느니라.

11 또 너희는 마땅히 마음속으로
이르기를－하나님께서는 나와 그대
사이를 ㄱ판단하사 그대의 ㄴ행위에
따라 그대에게 갚으실지로다 라고
하여야하느니라.

12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아
니하며 고백하지 아니하는 자를 너
희는 ㄱ교회 앞에 데려올 것이요, 계
명으로나계시로써경전이너희에게
말하는대로그에게행할지니라.

13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기 위하여 너희는 이를 행할지니－
너희가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여 용

64 2ㄱ 요1 5:4.
ㄴ 안내긍휼.

3ㄱ 모세 1:39.
ㄴ 사 43:25.

5ㄱ 교성 28:7; 84:19. 
안내열쇠, 신권의.

ㄴ 안내의식.
7ㄱ 민 5:6~7; 

교성 19:20; 58:43. 

안내고백하다, 고백.
ㄴ 교성 76:31~37.
ㄷ 안내용서하다; 죄 사함.

8ㄱ 안내다툼.
ㄴ 안내징계하다, 징계.

9ㄱ 막 11:25~26; 
교성 82:1.

ㄴ 마 6:14~15; 
엡 4:32.

10ㄱ 출 33:19; 
앨 39:6; 
교성 56:14.

ㄴ 모사 26:29~31.
11ㄱ 삼상 24:12.

ㄴ 딤후 4:14.
12ㄱ 교성 42:80~93.



서하지 아니하는 까닭이 아니요, 다
만 율법에 비추어 보아 너희가 의롭
다 함을 얻기 위함이요, 너희에게 율
법을 주신 이를 노하시게 하지 않기
위함이라.

14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이 까닭
으로 인하여 너희는 이러한 일들을
행할지니라.

15 보라, 나 주는 나의 종 에즈라
부스와 또한 나의 종 아이잭 몰리에
게 노하였었나니, 이는 그들이 율법
도계명도지키지아니하였음이라.

16 그들이 자기 마음으로 악을 구
한지라, 나 주가 나의 영을 거두었느
니라. 그들은그속에악한것이없는
것을악한것으로 ㄱ정죄하였도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종 아이
잭몰리를용서하였느니라.

17 그리고또한나의종 ㄱ에드워드
파트리지도, 보라, 그도 죄를 범하였
고, ㄴ사탄이 그의 영혼을 멸하려 하
느니라. 그러나 이 일들이 그들에게
알려지고 또 그들이 그 악을 회개할
때, 그들은용서받으리라.

18 그리고 이제 진실로 내가 이르
노니, 나의종시드니길버트가몇주
후에 자기의 업무와 시온의 땅에서
의 대리인의 직무로 돌아감이 내게
필요하고,

19 그가 보고 들은 바를 나의 제자

들에게 알려 그들이 멸망하지 않게
함이 필요하도다. 또 이 까닭으로 내
가이러한일들을말하였느니라.

20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나의 종 아이잭 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ㄱ유혹을 받지 않
게 하고, 너희에게 해를 끼치는 잘못
된 권고를 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그
의 농장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주었
느니라.

21 나의 종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
가 자기 농장을 매각하기를 나는 원
하지아니하노니, 이는나주가오년
간 커틀랜드 땅에 견고한 거점을 보
유하고자 함이라. 이 기간 동안 나는
악인을 쓰러뜨리지 아니하리니, 이
로써 내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
하노라.

22 그리고그날이후로나주는마
음을 열고 시온 땅으로 올라가는 자
를 아무도 ㄱ죄 있다 하지 아니하리
니, 이는 나 주는 사람의 자녀들의
ㄴ마음을요구함이니라.

23 보라, 이제 인자가 ㄱ올 때까지
를 ㄴ오늘이라일컫나니, 진실로오늘
은 ㄷ희생의 날이요, 나의 백성의 십
일조를위한날이라. 무릇 ㄹ십일조를
바치는 자는 그가 오는 때에 ㅁ타지
아니하리라.

24 대저오늘이후에는 ㄱ불타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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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ㄱ 니후 15:20; 
교성 121:16.

17ㄱ 안내파트리지,
에드워드.

ㄴ 안내악마.
20ㄱ 안내유혹하다, 유혹.
22ㄱ 안내죄.

ㄴ 출 35:5; 
교성 59:15; 64:34.

23ㄱ 안내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ㄴ 교성 45:6; 64:24~25.
ㄷ 안내희생.
ㄹ 말 3:10~11. 

안내십일조, 십일조를냄.
ㅁ 말 4:1; 3니 25:1; 

조역 1:37.
24ㄱ 사 66:15~16. 

안내지구－지구가
깨끗하게 됨;
세상－세상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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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하나니－이것은주의방식으로
말하는것이라－진실로내가이르노
니, 내일 모든 ㄴ교만한 자와 악하게
행하는 자는 다 그루터기 같을 것이
라. 내가 그들을 태워버리리니, 이는
내가만군의주가됨이니라. ㄷ바벨론
에 남아 있는 자는 하나도 살려 두지
아니하리라.

25 그런즉 만일 너희가 나를 믿는
다면, 너희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에일하리라.

26 그리고 나의 종 ㄱ뉴얼 케이 휘
트니와 시드니 길버트가 이 곳에 있
는그들의 ㄴ상점과그들의소유를매
각함은 적절하지 아니하도다. 이는
이 곳에 남아있는 나머지 교회 회원
이 시온의 땅으로 올라가기까지는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 아닌 까닭이
니라.

27 보라, 네 원수에게 ㄱ빚지는 일
은 나의 율법에 일렀거니와, 금지되
어있느니라.

28 그러나보라, 주께서원할때취
하시고 좋을 대로 갚으시지 아니하
실 것이라고는 어느 때에도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29 그런즉 너희는 대리인이므로
주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니, 너희가
주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은 무엇이

든지주의일이니라.
30 그리고 주는 너희를 세워 이 마

지막 날에 자기 성도에게 필요한 것
을 공급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로
시온의 땅에서 ㄱ기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31 그리고 보라, 나 주가 너희에게
선포하거니와, 나의 ㄱ말은 확실하며
ㄴ실패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그것
을얻으리라.

32 그러나 만사는 제때에 이루어
져야만하느니라.

33 그런즉선을행함에 ㄱ지치지말
라. 이는 너희가 위대한 일의 기초를
놓고있음이라. 그리고 ㄴ작은일에서
큰일이생겨나느니라.

34 보라, 주는 ㄱ진심과 기꺼이 하
고자하는마음을 ㄴ요구하나니, 기꺼
이 하고자 하며 ㄷ순종하는 자는 이
마지막 날에 시온의 땅의 좋은 것을
먹으리라.

35 그리고 ㄱ거역하는자는시온의
땅에서 ㄴ끊어져 나가 추방당할 것이
요, 그땅을상속하지못하리라.

36 대저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거
역 하는 자는 ㄱ에브라임의 혈통에 속
하지아니하나니, 그런즉뽑히우리라.

37 보라, 나 주는 이 마지막 날에
나의 교회를 산 위에 또는 높은 곳에

24ㄴ 말 3:15; 
니후 12:12; 23:11. 
안내교만.

ㄷ 교성 1:16. 
안내바벨, 바벨론.

26ㄱ 안내휘트니, 뉴얼 케이.
ㄴ 교성 57:8.

27ㄱ 안내빚.
30ㄱ 교성 63:48.

31ㄱ 막 13:31; 
니후 31:15; 
교성 1:37~38.

ㄴ 교성 76:3.
33ㄱ 갈 6:9.

ㄴ 교성 123:16.
34ㄱ 신 32:46; 수 22:5; 

몰 9:27. 
안내마음.

ㄴ 미 6:8.
ㄷ 사 1:19. 

안내순종, 순종하는,
순종하다.

35ㄱ 안내거역.
ㄴ 교성 41:5; 

50:8~9; 56:3. 
안내파문.

36ㄱ 신 33:16~17.



앉아 여러 나라를 심판하는 재판관
과같이되게하였느니라.

38 이는이렇게될것임이니, 곧시
온의 주민은 시온에 관련된 모든 것
을ㄱ심판하게될것임이니라.

39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와 위선
자는 그들에 의해 입증되리니, ㄱ사
도와 선지자가 아닌 자들은 알려지
리라.

40 그리고 ㄱ재판관인 ㄴ감독과 그
의 보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맡
은 ㄷ청지기의 직분에 충실하지 못하

1~2, 하나님 왕국의 열쇠가 땅에 있
는 사람에게 위임되었고 복음의 대
의는 승리할 것임. 3~6, 복천년의 천
국이 임하여 땅에 있는 하나님 왕국
과결합할것임.

들으라 그리고 보라, 높은 곳에
서 내려 보내심을 받은 이의

음성이라. 그는 능력이 있고 강하며,
그의 나아감은 땅 끝까지 이르나니,
참으로 그의 음성이 사람들에게 이
르기를－너희는 주의 길을 ㄱ예비하

라, 그의길을곧게하라.
2 하나님 ㄱ왕국의 ㄴ열쇠가땅에있

는 사람에게 위임되었나니, 그 곳에
서부터 땅 끝까지 복음이 굴러 나아
가기를, 마치 손대지 아니하고 산에
서뜨인 ㄷ돌이굴러나아가드디어는
온땅을 ㄹ가득채우듯하리라.

3 그러하도다. 한 음성이 외치기
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ㄱ어
린 양의 만찬을 준비하라. ㄴ신랑 맞
을준비를하라.

4 주께 기도하라. 그의 거룩한 이

면 정죄 받으리니, ㄹ다른 사람들이
그들대신에심어지리라.

41 대저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ㄱ시온은 번성하며 주의 ㄴ영광
이그위에있으리라.

42 그리고 시온은 백성에게 ㄱ기가
될 것이요, 하늘 아래 모든 나라로부
터사람들이시온으로오리라.

43 그리고 땅의 나라들이 시온으
로 인하여 ㄱ떨며, 시온의 무서운 자
들로 인하여 두려워할 날이 이르리
라. 주가이를말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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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ㄱ 사 2:3~4; 
교성 133:21.

39ㄱ 계 2:2. 안내사도.
40ㄱ 교성 58:17; 107:72~74.

ㄴ 안내감독.
ㄷ 안내청지기, 청지기

직분.
ㄹ 교성 107:99~100.

41ㄱ 안내시온.

ㄴ 교성 45:67; 84:4~5;
97:15~20. 
안내영광.

42ㄱ 안내기.
43ㄱ 사 60:14; 

교성 97:19~20.
65 1ㄱ 사 40:3; 마 3:3; 

요 1:23.
2ㄱ 교성 90:1~5.

ㄴ 마 16:19; 교성 42:69.
안내열쇠, 신권의.

ㄷ 단 2:34~45.
ㄹ 시 72:19. 

안내다니엘－다니엘서;
마지막 날, 후일.

3ㄱ 마 22:1~14; 계 19:9;
교성 58:11.

ㄴ 안내신랑.

제 65 편

1831년10월오하이오주하이럼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를통하여주신계시
(교회사1:218). 선지자는이계시를하나의기도라지칭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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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을 부르라. 그의 놀라운 일을 백성
가운데알게하라.

5 주를 불러 그의 왕국이 땅 위에
나아가게 하며, 그 주민이 이를 영접
하고, 후일을대비하게하라. 그날에
인자가 자기 ㄱ영광의 광채를 ㄴ입고
하늘에 ㄷ내려와 땅 위에 세워진 ㄹ하
나님의왕국을맞이하리라.

1~4, 영원한 성약은 복음의 충만함
임. 5~8, 장로들은 전도하며 증거하
며백성들과이치를논해야함. 9~13,
충실히성역에봉사함은영생의상속
을보증함.

보라, 이같이 주가 나의 종 윌리
엄 이 매클렐른에게 이르노

라－네가 네 죄악에서 돌이켜 나의
진리를 받아들인 만큼 네가 복이 있
도다. 주 네 구속주, 나의 이름을 ㄱ믿
는모든자의구세주가이르노라.

2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
람의 자녀들로 ㄱ생명을 얻게 하고,
옛 시대에 선지자들과 사도들로 말
미암아 기록되었던 것같이 마지막

날에 나타나게 될 영광의 참여자가
되게 하려고 사람의 자녀들에게 내
보낸 나의 ㄴ영원한 성약 곧 나의 복
음의충만함을받아들임으로인하여
너는복이있도다.

3 진실로 내가 너, 나의 종 윌리엄
에게 이르노니, 너는 깨끗하도다. 그
러나 모두는 아니니,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 기쁘지 아니한 것들을 회개
하라. 주가이르노라. 이는주가그것
들을네게ㄱ보여줄것임이니라.

4 그리고 이제 진실로 나 주가 네
게 관하여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곧
네게 관한 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네
게보여주리라.

5 보라,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

6 그런즉 ㄱ하나님의 왕국이 나아
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ㄴ천국이
임하게 하시옵고, 오 하나님, 당신께
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원수들이 정복
당하게 하시옵소서. 무릇 존귀와 권
능과 영광은 영원무궁토록 ㄷ당신의
것이옵니다. 아멘.

5ㄱ 안내영광.
ㄴ 시 93:1.
ㄷ 마 24:30.
ㄹ 단 2:44.

6ㄱ 안내하나님의 왕국
또는 천국.

ㄴ 계 11:15.
ㄷ 대상 29:11; 

마 6:13.
66 1ㄱ 요 1:12. 

안내믿음, 믿다.
2ㄱ 요 10:10; 

3니 5:13.
ㄴ 안내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3ㄱ 야곱 4:7; 

이더 12:27.

제 66 편

1831년 10월 25일 오하이오 주 오렌지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
신계시(교회사1:219~221). 이날은중요한대회의첫날이었다. 선지자는이
계시의 서문에“윌리엄 이 매클렐른의 요청으로 나는 주께 물었고 다음의 계
시를받았다”고기록하였다(교회사1:220).



니, 네가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이 도
시에서 저 도시로, 그러하도다, 아직
복음이 선포되지 아니한 사방의 지
역에서 나의 복음을 ㄱ선포하는 것이
나의뜻이니라.

6 이 곳에서 여러 날 머물지 말며,
아직은 시온 땅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러나 네가 보낼 수 있는 만큼 보내
라. 그이외에는네재산에대해생각
하지말라.

7 동쪽 땅으로 ㄱ가라. 어느 곳에서
나 모든 백성에게 그리고 그들의 회
당에서 ㄴ증거하며, 백성과이치를논
하라.

8 나의종새뮤얼에이치스미스는
너와 동행할지니 그를 버리지 말며,
그에게 네 교훈을 주라. 충실한 자는
어느 곳에서나 ㄱ강하게 되리니, 나
주가너와동행하리라.

9 병자에게 ㄱ안수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ㄴ회복되리라. 나 주가 너를

보낼 때까지 돌아오지 말라. 환난 중
에 인내하라. ㄷ구하라. 그리하면 받
게될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네
게열리리라.

10 부담이될것을구하지말라. 모
든불의를버리라. ㄱ간음하지말라－
이는너를괴롭혀온유혹이니라.

11 이 말씀들을 ㄱ간직하라. 이는
그것들이 참되고 신실함이니라. 그
리고 너는 네 직분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머리
위에 주시는 영원한 ㄴ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면서 그들을 ㄷ시온으로 밀
고가라.

12 이러한일을참으로끝까지 ㄱ계
속하라. 그리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
만하신 나의 아버지의 우편에서 영
생의ㄴ면류관을쓰게되리라.

13 진실로 이같이 주 네 ㄱ하나님,
네 구속주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
노라. 아멘.

148교리와 성약 66:6~13

5ㄱ 막 16:15.
7ㄱ 교성 75:6.
ㄴ 안내간증.

8ㄱ 교성 52:17; 133:58.
9ㄱ 안내병자 축복; 

손, 안수.
ㄴ 마 9:18. 

안내병 고치다, 병 고침.

ㄷ 약 1:5.
10ㄱ 안내간음.
11ㄱ 교성 35:24.

ㄴ 사 35:10; 
교성 45:71. 
안내노래하다.

ㄷ 교성 11:6.
12ㄱ 딤후 3:14~15; 

니후 31:20.
ㄴ 사 62:3; 

마 25:21; 
벧전 5:4.

13ㄱ 안내하나님, 
신회－아들 하나님.

제 67 편

1831년11월오하이오주하이럼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를통하여주신계시
(교회사 1:224~225). 이때는 특별대회 기간 중이었고, 선지자를 통하여 주께
로부터이미받은계시의출판이검토되고결정되었다(제1편의머리말참조).
올리버카우드리와존휘트머가계시의원고를가지고인디펜던스로가고, 거
기에서윌리엄더블류펠프스가이를계명의책으로출판하기로결정되었다.
많은형제들은그때출판하려고편집한계시들이그들에게임하신성신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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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께서 자기 장로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보살피심. 4~9, 주
께서 가장 현명한 자로 하여금 그의
계시중가장작은것을지어보게하
심. 10~14, 충실한 장로는 영으로 인
하여 힘을 얻게 되어 하나님의 얼굴
을볼것임.

보고들으라, 오 너희, 함께 모인
나의 교회의 ㄱ장로들아, 너희

기도를 내가 들었고 너희 마음을 내
가알았으며, 너희소망이내앞에상
달되었느니라.

2 보라, 또 바라보라, 나의 ㄱ눈은
너희를 굽어보며, 여러 하늘과 땅은
내 손안에 있나니, 영원한 재물은 내
어줄나의것이니라.

3 너희는 너희에게 제시된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믿으려 노력하였도다.
그러나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마음속에 ㄱ두려움이
있었고 진실로 이것이 너희가 받지
못한이유니라.

4 이에 이제 나 주는 너희 앞에 놓
여 있는 이 여러 계명의 참됨에 대한
ㄱ증거를너희에게주노라.

5 너희 눈은 나의 종 조셉 스미스
이세를 보아 왔고, 그의 ㄱ언어를 너

희는 알았으며, 또 그의 불완전함도
너희는 알았느니라. 또 너희는 그의
언어보다뛰어나게표현하려고너희
마음에 지식을 구하였으니, 이 또한
너희가아는바라.

6 이제 너희는 계명의 책에서, 참
으로 그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을 찾
아내고, 너희가운데서가장 ㄱ현명한
자를지명하라.

7 또는,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군가
그것과 같은 것을 지어낼 자가 있다
면, 그렇다면 그것들이 참된지를 알
지 못한다 말하여도 너희는 의롭다
함을얻으리라.

8 그러나 너희가 그와 같은 것을
지어낼 수 없다면, 너희가 그것들이
참되다 ㄱ증거하지 아니할진대 너희
는정죄아래있느니라.

9 이는 그것들 가운데에는 불의함
이없다는것과 ㄱ의로운것은위에서
곧 ㄴ빛들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는
줄너희가앎이니라.

10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
게 이르노니, 이는 너희의 특권이요
또 내가 이 성역에 성임된 너희에게
주는한가지약속이니, 곧너희가ㄱ시
기와 ㄴ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내 앞에
서스스로를 ㄷ겸손히낮추면, 이는너

67 1ㄱ 안내장로.
2ㄱ 시 34:15.
3ㄱ 안내두려움.
4ㄱ 안내간증; 진리.

5ㄱ 교성 1:24.
6ㄱ 니후 9:28~29, 42.
8ㄱ 안내증거.
9ㄱ 모로 7:15~18.

ㄴ 약 1:17; 교성 50:24;
84:45; 88:49.

10ㄱ 안내질투하는, 질투.
ㄴ 안내두려움.

거해 주신 바대로 진실로 참되다고 엄숙하게 증언하였다. 선지자는 제1편으
로 알려진 계시를 받은 후에, 계시에 사용된 언어에 관해서 약간의 부정적인
대화가있었다고기록하고있다. 현재의계시가이어졌다.



희가 충분히 겸손하지 못함인지라,
ㄹ휘장이찢어져서너희가나를 ㅁ보고
내가 존재함을 알게 되리니－육신에
속하거나육에속한마음으로가아니
라영적인마음으로알게되리라.

11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심
을받지아니하고는 ㄱ아무사람도어
느 때든지 육신으로 하나님을 뵈옵
지못하였느니라.

12 또한어떠한 ㄱ육에속한사람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감당할 수 없
으며, 육신에 속한 생각을 좇는 자도

1~5, 성신에 감동되었을 때 하는 장
로들의말은경전임. 6~12, 장로들은
전도하고 침례를 베풀어야 하며, 참
되게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
임. 13~24, 아론의 아들들 중 장자는
제일회장단의 지시 아래 감리 감독
으로 봉사할 수 있음(즉 감독으로서
회장단의 열쇠를 지닐 수 있음).
25~28,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복음
을 가르치도록 명을 받음. 29~35, 성
도는 안식일을 준수해야 하며 부지

런히일하고기도해야함.

나의종 올슨 하이드는 이 백성
에게서 저 백성에게로, 이 땅

에서 저 땅으로, 악인의 회중 가운데
서, 그들의회당에서, 살아계신하나
님의 ㄱ영으로써 영원한 복음을 선포
하고, 그들과 이치를 논하며, 그들에
게 모든 경전을 해석하도록 성임되
어부름을받았느니라.

2 또 보라 그리고 바라보라, 이것

그러하도다.
13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

심을 능히 감당할 수 없으며 천사의
성역도 능히 감당할 수 없나니, 그런
즉 너희가 ㄱ온전하게 되기까지 계속
하여ㄴ인내하라.

14 너희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할
지어다. 그리하면 나의 정한 시간에,
너희가 ㄱ합당할 때에, 너희는 나의
종 조셉 스미스 이세의 손으로 너희
에게 수여된 것을 보고 알게 되리라.
아멘.

150교리와 성약 67:11~68:2

10ㄷ 안내겸손한, 겸손.
ㄹ 안내휘장.
ㅁ 교성 88:68; 93:1; 97:16.

11ㄱ 조성,출 33:20, 23; 
요 1:18; 6:46; 
조성,요1 4:12; 

교성 84:19~22; 
모세 1:11, 14.

12ㄱ 모사 3:19. 
안내육에 속한 사람.

13ㄱ 마 5:48; 
3니 12:48.

ㄴ 롬 2:7. 
안내인내.

14ㄱ 안내합당, 합당한.
68 1ㄱ 안내성신.

제 68 편

1831년11월오하이오주하이럼에서올슨하이드, 룩에스존슨, 라이먼이존
슨 및 윌리엄 이 매클렐른의 요청으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
시(교회사 1:227~229). 비록 이 계시가 거명된 장로들에 관한 주의 생각을 알
려 주시기를 간구한 데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내용의 많은
부분은교회전체에관련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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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신권에 성임된 자로서, 나아가
라는 임무를 부여 받은 모든 자에게
주는하나의본이니라.

3 그리고이것도그들에게주는본
이니 곧 그들은 성신에 감동되는 대
로ㄱ말해야하느니라.

4 그리고 ㄱ성신으로 감동되었을
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경전이 되며, 주의 뜻이 되며, 주
의 생각이 되며, 주의 말씀이 되며,
주의 음성이 되며, 구원에 이르게 하
는하나님의ㄴ능력이되리라.

5 보라, 오 너희 나의 종들아, 이것
은너희에게주는주의약속이니라.

6 그런즉 기뻐하며, ㄱ두려워 말라.
이는나주가너희와함께하며, 너희
곁에서있을것임이니, 너희는나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내가 전
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
임을증거하리라.

7 이것은 너 나의 종 ㄱ올슨 하이드
에게, 그리고또한나의종룩존슨에
게, 그리고나의종라이먼존슨에게,
그리고 나의 종 윌리엄 이 매클렐른
에게, 그리고 나의 교회의 모든 충실
한장로에게주는주의말씀이니－

8 너희는 온 천하에 ㄱ다니며, ㄴ만
민에게복음을 ㄷ전파하고, 내가너희

에게 준 ㄹ권세를 행사하면서 아버지
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ㅁ침례를
베풀라.

9 그리고 ㄱ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ㄴ구원을얻을것이요, 믿지아니하는
자는ㄷ정죄를받으리라.

10 또 믿는 자는 기록된 바와 같이
ㄱ표적이따르는축복을받으리라.

11 또 너희에게는 시대의 ㄱ표적
과 인자가 올 징조를 알게 하여 줄
것이요,

12 아버지께서 증거해 주실 자들
모두를 영생에 이르도록 ㄱ인봉할 권
능이너희에게주어지리라. 아멘.

13 그리고 이제, 성약과 계명에 덧
붙일 항목에 관하여, 그것은 이러하
니라－

14 이후에 주께서 정하신 때에, 참
으로 첫 번째 감독과 같이 성역을 베
풀다른 ㄱ감독들이교회를위하여성
별되어야하는일이남아있느니라.

15 그런즉 그들은 합당한 ㄱ대제사
라야 하며, 그들이 ㄴ아론의 실제 후
손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멜기세덱
신권의 ㄷ제일회장단에 의하여 임명
되어야하느니라.

16 그리고만일그들이 ㄱ아론의실
제 후손일 경우, 그들이 아론의 자손
중 장자이면, 감독의 직에 대한 합법

3ㄱ 벧후 1:21; 
교성 18:32; 
42:16; 100:5.

4ㄱ 안내성신; 계시.
ㄴ 롬 1:16.

6ㄱ 사 41:10.
7ㄱ 안내하이드, 올슨.
8ㄱ 교성 1:2; 63:37.
ㄴ 막 16:15.

ㄷ 안내선교 사업;
전파하다.

ㄹ 안내권세.
ㅁ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

9ㄱ 막 16:16; 
교성 20:25.

ㄴ 안내구원.
ㄷ 안내정죄.

10ㄱ 안내표적.

11ㄱ 안내표적, 시대의.
12ㄱ 교성 1:8; 132:49. 

안내인봉하다, 인봉.
14ㄱ 안내감독.
15ㄱ 교성 72:1.

ㄴ 안내아론, 모세의 형제.
ㄷ 안내제일회장단.

16ㄱ 교성 107:15~17. 
안내아론 신권.



적권리가있나니,
17 이는 장자는 이 신권을 관리할

회장직의권리와이신권의 ㄱ열쇠곧
권세를가지고있음이니라.

18 아론의 ㄱ실제 후손이요 장자가
아니면, 어떤 사람도 이 신권의 열쇠
를 지닐 이 직분에 대한 합법적 권리
가없느니라.

19 그러나 멜기세덱 신권의 ㄱ대제
사에게는 그보다 낮은 모든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므로, 아
론의 실제 자손을 찾을 수 없을 때에
는, 멜기세덱 신권의 제일회장단의
손으로 부름을 받아 이 권능에 성별
되고 성임된다면 ㄴ감독의 직분을 수
행할수있느니라.

20 그리고 아론의 실제 후손도 또
한 반드시 이 제일회장단에 의하여
지정되고 합당한 자로 인정되어 이
제일회장단의 손으로 ㄱ기름 부음을
받아 ㄴ성임되어야하나니, 그렇지아
니하면 그들은 그들의 신권을 행사
할 합법적인 권세를 인정받지 못하
느니라.

21 그러나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로 내려가는 그들의 신권의 권리에
관한 법령에 기초하여, 그들은 어느
때든지 자신의 혈통을 입증할 수 있
거나, 위에 거명된 제일회장단의 손

으로 주께로부터 오는 계시에 의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자신의 기
름부음을요구할수있느니라.

22 그리고또, 이성역을위하여성
별되는 감독 또는 대제사는 교회의
ㄱ제일회장단 앞이 아니고는 어떠한
죄에 대하여서도 재판을 받거나 정
죄를받지아니할것이요,

23 이 제일회장단 앞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증거로 유죄임이 드
러나면, 그는정죄를받느니라.

24 그리고 만일 그가 회개하면, 그
는교회의성약과계명에따라 ㄱ용서
받으리라.

25 그리고 또, 시온이나 또는 시온
의 조직된 어느 ㄱ스테이크이든지 그
안에자녀를둔 ㄴ부모가그들의나이
ㄷ여덟 살일 때, 회개, 살아 계신 하나
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
리고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
사의 교리를 이해하도록 그들을 ㄹ가
르치지 아니할진대, 그 ㅁ죄는 그 부
모의머리위에있느니라.

26 이는이것이 ㄱ시온또는시온의
조직된 어느 스테이크이든지 그 안
에 있는 주민에게도 율법이 될 것임
이니라.

27 그리고 그들의 자녀는 나이
ㄱ여덟살일때그들의 ㄴ죄사함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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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ㄱ 안내열쇠, 신권의.
18ㄱ 출 40:12~15; 

교성 84:18; 
107:13~16, 70~76.

19ㄱ 안내대제사.
ㄴ 안내감독.

20ㄱ 안내기름 붓다.
ㄴ 안내성임하다, 성임.

22ㄱ 안내제일회장단.
24ㄱ 안내용서하다.
25ㄱ 안내스테이크.

ㄴ 안내가족－부모의 책임.
ㄷ 교성 18:42; 20:71.
ㄹ 안내가르치다, 교사.
ㅁ 야곱 1:19; 

교성 29:46~48.

26ㄱ 안내시온.
27ㄱ 안내책임지다, 책임질

수 있는, 책임질 수
있음.

ㄴ 안내죄 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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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ㄷ침례를 받고, 안수를 받아야 하
느니라.

28 그리고 그들은 또한 자기 자녀
에게 ㄱ기도할것과주앞에서올바르
게걸을것을가르쳐야하느니라.

29 그리고시온의주민은또한 ㄱ안
식일을 준수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하느니라.

30 그리고 시온의 주민은 또한 일
하도록 지명을 받는 만큼, 충실함을
다하여 자신이 맡은 일을 기억하여
야하느니라. 이는게으른자는주앞
에기억될것임이니라.

31 이제 나 주는 시온의 주민을 크
게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 가운데 ㄱ게으른 자들이 있고,
그들의자녀또한 ㄴ사악함속에자라
나고 있으며, 그들은 또한 영원한 재

물을 간절히 ㄷ구하지 아니하고 도리
어눈에탐욕이가득함이니라.

32 이러한 일들은 마땅히 있어서
는 아니 되며, 그들 가운데서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하나니, 그런즉 나의
종 올리버 카우드리는 이 말씀을 시
온의땅으로가지고갈지어다.

33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내가 그
들에게주노니－기도해야할시기에
주 앞에서 ㄱ기도하는 일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내 백성의 재판장
앞에서ㄴ기억될지어다.

34 이 ㄱ말씀들은참되고신실하니,
그런즉 이를 어기거나 이에서 ㄴ제하
지말라.

35 보라, 나는 ㄱ알파와 오메가니,
내가속히ㄴ오리라. 아멘.

27ㄷ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
28ㄱ 안내기도.
29ㄱ 교성 59:9~12. 

안내안식일.
31ㄱ 안내게으른, 게으름.

ㄴ 안내악한, 악함.

ㄷ 교성 6:7.
33ㄱ 안내기도.

ㄴ 안내징계하다,
징계하는; 심판하다,
심판.

34ㄱ 계 22:6.

ㄴ 교성 20:35; 93:24~25.
35ㄱ 안내알파와 오메가.

ㄴ 교성 1:12.

제 69 편

1831년11월오하이오주하이럼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를통하여주신계시
(교회사1:234~235). 11월 1일의특별대회에서조속히출판하기위한계시의
편집이 승인되었다. 11월 3일에는 본서 133편의 계시가 추가되어 부록이라
불렸다. 그대회의결정으로올리버카우드리가편집된계시와계명의원고를
가지고 인쇄를 위해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로 가도록 지명되었다. 그는 또한
미주리에 있는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부된 돈을 가지고 가기로 되었다. 여행
노정이 정착촌이 드문 지방을 지나 변경지대로 가게 되어 있어서 한 사람의
여행동반자가요망되었다.

1~2, 존 휘트머는 올리버 카우드리
를동반하여미주리로갈것. 3~8, 그

도 또한 전도하며 역사 자료를 수집,
기록, 기술해야함.



1~5, 계시들을출판할청지기들이지
명됨. 6~13, 영적인일에종사하는자
가 자기 삯을 받음은 마땅함. 14~18,
성도는현세의것에평등해야함.

보고들으라, 오 너희, 시온의 주
민들아, 또 멀리 있는 너희, 나

의 교회의 모든 백성들아, 내가 나의
종 조셉 스미스 이세에게, 또한 나의

154교리와 성약 69:1~70:1

69 1ㄱ 안내카우드리,
올리버.

2ㄱ 안내휘트머, 존.
3ㄱ 교성 47:1~3; 85:1.

4ㄱ 안내권고.
5ㄱ 안내청지기, 

청지기 직분.
8ㄱ 안내시온.

있는나의종들은자신의 ㄱ청지기직
분의 보고서를 시온의 땅으로 보내
야하나니,

6 이는 곧, 시온의 땅은 이러한 모
든 것을 받아 처리하는 자리요 장소
가될것임이니라.

7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종 존
휘트머는 더욱 용이하게 지식을 얻
을 수 있도록 이 곳에서 저 곳으로,
또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여러 차례
여행하며－

8 전도하며해석하며, 교회의유익
이 될 모든 것을 기록하며 복사하며
선정하며 입수하여 ㄱ시온의 땅에서
자라날 일어나는 세대들이 이를 대
대로영원무궁토록소유하게할지어
다. 아멘.

나의종 ㄱ올리버 카우드리를 위
한 나의 말을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이 이르노라. 참되고 충실한
자 한 사람이 그와 함께 가지 아니하
면, 계시들과 돈을 그에게 맡겨 시온
의 땅으로 가져가게 함은 내 안에 있
는지혜가아니니라.

2 그런즉 나 주가 원하노니, 나의
종 ㄱ존 휘트머는 나의 종 올리버 카
우드리와함께가고,

3 또한 나의 교회에 관하여 그가
관찰하며 알게 될 중요한 사실을 모
두 기록하고, ㄱ역사로 만드는 일을
계속할지며,

4 또한나의종올리버카우드리와
다른 사람에게서 ㄱ권고와 도움을 받
으라.

5 그리고 또한 세상에 널리 나가

제 70 편

1831년 11월 12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시(교회사 1:235~237). 선지자가 기록한 역사에는 11월 1일부터 12일
까지 양일을 포함하여 네 번의 특별대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
마지막모임에서후일에교리와성약이라고부르게된계명의책의지대한중
요성이검토되었고, 선지자는이책을가리켜“이마지막날에교회의기초가
되고, 세상에유익이되며, 우리구주의왕국의여러비밀의열쇠가또다시사
람에게위임되었음을보여주는것”이라언급하고있다(교회사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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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3ㄱ 고전 4:1; 
교성 72:20.

7ㄱ 교성 72:9~10.
8ㄱ 교성 38:20.

9ㄱ 안내청지기, 청지기
직분.

11ㄱ 교성 57:6.
12ㄱ 눅 10:7.

14ㄱ 교성 49:20. 
안내헌납하다, 
헌납의 법.

15ㄱ 신 10:12~13.

8 그리고 그 이익은 시온의 주민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세대가 왕국
의율법에따라ㄱ상속자가되는한그
들을위하여헌납되어야하느니라.

9 보라, 이것은 나 주가 어느 사람
에게든지이미지명하였거나이후에
지명하는 대로 ㄱ청지기 직분을 맡게
될 각 사람에게 주가 요구하는 것이
니라.

10 그리고 보라, 살아 계신 하나님
의 교회에 속한 자로서 이 율법이 면
제되는자는아무도없느니라.

11 그러하도다. 감독이나 주의 창
고를 지키는 ㄱ대리인이나 현세적인
일을 맡아보는 청지기 직분에 임명
된자도면제되지아니하느니라.

12 영적인 일을 집행하도록 임명
된 자도 현세적인 일을 집행하는 청
지기 직분에 임명된 자와 마찬가지
로자기의삯을받음이ㄱ마땅하니라.

13 그러하도다. 오히려 더 풍부하
게받을만하니, 그풍부함은영의나
타내심을 통하여 그들에게 더욱 풍
성하게되느니라.

14 그러할지라도, 현세적인 일에
있어서 너희는 ㄱ평등하게 되어야 하
나니, 이를마지못해하지말라. 그렇
지 아니하면, 영의 풍성한 나타내심
은보류되리라.

15 이제 내가 이 ㄱ명령을 나의 종
들에게 주는 것은 그들이 머물러 있
는 동안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

종마틴해리스에게, 또한나의종올
리버 카우드리에게, 또한 나의 종 존
휘트머에게, 또한 나의 종 시드니 리
그돈에게, 또한 나의 종 윌리엄 더블
류 펠프스에게, 그들에게 계명으로
주는주의말씀을들으라.

2 이는내가그들에게계명을주는
까닭이니, 그런즉 귀를 기울여 들으
라. 이는 이같이 주가 그들에게 말함
이라－

3 곧 나 주는 내가 지금까지 그들
에게 주었고, 또 이후에 그들에게 주
게될계시들과계명들을맡을 ㄱ청지
기로 그들을 지명하고 그들을 성임
하였나니,

4 또 이 청지기 직분의 보고서를
나는 심판의 날에 그들에게 요구하
리라.

5 그런즉 내가 그들에게 지명하였
으니,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에 관한
일, 그러하도다, 그것에서 얻는 이익
을 관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
회안에서그들이해야할일이니라.

6 그런즉 한 가지 계명을 내가 그
들에게 주노니, 그들은 이러한 것을
교회 회원에게나 세상에게 주지 말
아야하느니라.

7 그러할지라도 그들이 자신들에
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과 부족한 것
을필요이상으로더많이받게되면,
그것은 모름지기 나의 ㄱ창고에 넣어
야하느니라.



머리 위에 나의 축복을 나타내기 위
하여, 그리고그들의 ㄴ부지런함에대
한보상과그들의안전을위하여,

16 음식을위하고 ㄱ의복을위하여,
기업을 위하여, 집을 위하고 땅을 위
하여주는것이니, 나주가그들을어
떠한상황에처하게하든지, 또나주
가 그들을 어떠한 곳에 보내든지 그

1~4,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
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파송됨.
5~11, 성도들의적은굴복당할것임.

보라, 이같이 주가 너희, 나의 종
조셉 스미스 이세와 ㄱ시드니

리그돈에게 이르노니, 내가 뜻하는
바대로 너희에게 주어질 영의 분량
과 권능에 따라 너희가 너희 입을 열
어나의복음과왕국의일을 ㄴ선포하
며, 경전을 들어 왕국의 ㄷ여러 비밀
을 해석함이 내게 필요하고도 적절
한때가진실로이르렀도다.

2 진실로내가너희에게이르노니,

너희에게 알려질 때까지 얼마 동안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에게 그리고
또한교회회원에게선포하라.

3 진실로이것은내가너희에게주
는얼마동안의사명이니라.

4 그런즉 너희는 나의 포도원에서
일하라. 땅의 주민들을 불러 증언하
고 장차 임할 계명과 계시를 위하여
길을준비하라.

5 이제 보라, 이것이 지혜니, 누구
든지 읽는 자는 ㄱ깨달으며 또한 ㄴ받
아들일지어다.

6 이는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더욱
ㄱ풍성하게주어질것임이니, 곧권능

리하려는것이니라.
17 이는그들이 ㄱ많은일에충실하

여 왔으며, 죄를 범하지 아니한 만큼
잘행하였음이니라.

18 보라, 나 주는 ㄱ자비로운즉 그
들을 축복하리니, 그들은 이러한 일
들의 기쁨에 참여하리라. 참으로 그
러하도다. 아멘.

156교리와 성약 70:16~71:6

15ㄴ 안내부지런함.
16ㄱ 교성 59:16~20.
17ㄱ 마 25:21~23.
18ㄱ 안내자비로운, 자비.

71 1ㄱ 안내리그돈, 시드니.
ㄴ 안내선교 사업.
ㄷ 교성 42:61, 65.

5ㄱ 안내이해.

ㄴ 앨 12:9~11.
6ㄱ 마 13:12.

제 71 편

1831년 12월 1일오하이오주하이럼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와시드니리그
돈에게 주신 계시(교회사 1:238~239). 선지자는 이 계시를 받을 때까지 시드
니 리그돈을 자기의 서기로 하여 성경 번역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 계시를 받
았을 때, 여기에 주어진 지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번역은 잠정적으로 중단되
었다. 형제들은 배도한 에즈라 부스가 기고한 어떤 신문 기사가 출간된 결과
로 교회에 대하여 형성된 비우호적인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전도하러
나가야했다.



157 교리와 성약 71:7~72:5

이주어질것임이니라.
7 그런즉 너희 원수를 ㄱ설복하라.

그들에게공개적으로나사적으로너
희를 ㄴ만나줄것을요청하라. 너희가
충실한 만큼, 그들의 수치가 드러나
리라.

8 그런즉그들로하여금주를거스
리는강한논거를제시하게하라.

9 진실로이같이주가너희에게이

르노니－너희를 대적하려고 만들어
져형통할ㄱ무기가없느니라.

10 또 만일 어느 사람이 너희를 대
적하여 그 음성을 높이면, 그는 내가
친히정한때에굴복당하리라.

11 그런즉 내 계명들을 지키라. 그
것들은 참되고 신실하니라.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

7ㄱ 모세 7:13~17.
ㄴ 교성 63:37; 68:8~9.

9ㄱ 사 54:17.
72 1ㄱ 안내하나님의 왕국

또는 천국.
ㄴ 교성 68:14~19.

2ㄱ 안내감독.
3ㄱ 안내청지기, 

청지기 직분.
ㄴ 눅 19:11~27.
ㄷ 교성 42:32; 104:11~13.

4ㄱ 마 24:45~47.

ㄴ 교성 59:2.

원의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너희가운데서 ㄱ감독한사람이임명
됨이내게마땅하니라.

3 그리고 진실로 이 일에 있어서
너희는 지혜롭게 행하였나니, 이는
주께서 모든 ㄱ청지기의 손에 현세와
영원에서의 그 ㄴ청지기 직분의 ㄷ보
고서를제출할것을요구함이니라.

4 무릇 현세에서 충실하고 ㄱ지혜
로운 자는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위
하여 예비하신 ㄴ거처를 상속하기에
합당하다여겨지느니라.

5 진실로내가너희에게이르노니,

1~8, 장로들은 자신들의 청지기 직
분의 보고서를 감독에게 제출해야
함. 9~15, 감독은 창고를 지키고 가
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봄. 16~26,
감독들은 장로들의 합당성에 대한
증명서를발급해야함.

들으라, 오 함께 모인 너희, 곧
ㄱ왕국과 권능이 주어진 나의

교회의 ㄴ대제사들아, 주의음성에귀
를기울이라.

2 대저진실로이같이주가이르노
니, 너희에게, 다시말하면주의포도

제 72 편

1831년 12월 4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
신계시(교회사1:239~241). 몇몇장로와회원들이자신들의의무를배우기위
하여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에 관하여 깨우침을 더 받기 위하여 모였다. 이 편
은같은날받은두계시를모은것이다. 1절에서8절까지는뉴얼케이휘트니
가 감독으로 부름 받음을 알려 준다. 그리하여 그는 부름을 받아 성임되었고,
그후에감독의의무에관한지식을더알려주는9절에서26절까지를받았다.



나의 ㄱ포도원의이지역에있는교회
의 장로들은 나의 포도원의 이 지역
에서 나로 말미암아 임명될 감독에
게 각자의 청지기 직분의 보고서를
제출할지니라.

6 이러한 것들은 기록해 두었다가
시온에 있는 감독에게 전달해 주어
야하느니라.

7 그리고 ㄱ감독의 임무는 이미 주
어진 명령과 대회의 지지로써 알려
질것이니라.

8 그리고이제진실로내가너희에
게 이르노니, 나의 종 ㄱ뉴얼 케이 휘
트니가 이 권능에 지명되어 성임될
사람이니라. 이것이 주 너희 하나님,
너희 구속주의 뜻이니라. 참으로 그
러하도다. 아멘.

9 이미주어진율법에추가하여포
도원의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하
여 성임된 감독의 의무를 알게 하는
주의말씀은진실로이러하니－

10 주의 ㄱ창고를 지키며, 포도원
의 이 지역에 있는 교회의 기금을 받
으며,

11 앞서 명령한 대로 장로들의 보
고서를받으며, 그들의부족분을 ㄱ공
급하는 것이니, 이들은 지불할 방도
가 있는 만큼 자신들이 받는 것에 대
하여지불할지니라.

12 그리하여 이것 역시 교회의 유
익을 위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

게 나누어 주도록 성별되게 할 것이
니라.

13 그리고 지불할 방도를 ㄱ가지지
못한 자가 있거든, 보고서를 받아 시
온의 감독에게 제출할지니, 시온의
감독은 주가 그의 손에 맡긴 것에서
그부채를갚아줄지니라.

14 그리고 교회에게 그리고 세상
에 대해 복음과 왕국의 일들을 베푸
는 영적 일에 종사하는 충실한 자의
수고는 시온에 있는 감독에게 그 빚
에대한갚음이될지니라.

15 이같이 그것은 교회에서 나오
나니, 이는 ㄱ율법에 따라, 시온에 올
라오는 각 사람은 모든 것을 시온에
있는감독앞에두어야함이니라.

16 그리고 이제 진실로 내가 너희
에게 이르노니, 포도원의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장로는 자신의 청지기 직
분의 보고서를 포도원의 이 지역에
있는감독에게제출해야만하므로－

17 포도원의 이 지역에 있는 판사
곧 감독이 시온에 있는 감독에게로
보내는 ㄱ증명서를 제시함으로써 모
든 사람은 합당한 회원으로 인정되
고, 상속을 위한 제반사항과, 지혜로
운 ㄴ청지기로또충실한일꾼으로받
아들여지기위한제반사항을충족시
키느니라.

18 그렇지 아니하면 그는 시온의
감독에게용납되지아니하리라.

158교리와 성약 72:6~18

5ㄱ 안내포도원, 주의.
7ㄱ 교성 42:31; 46:27;

58:17~18; 107:87~88.
8ㄱ 안내휘트니, 뉴얼 케이.

10ㄱ 교성 70:7~11; 78:3.
안내창고.

11ㄱ 교성 75:24.
13ㄱ 안내가난한 자.
15ㄱ 교성 42:30~31. 

안내헌납하다, 
헌납의 법.

17ㄱ 교성 20:64, 84.

ㄴ 교성 42:32.



159 교리와 성약 72:19~73:3

19 그리고이제진실로내가너희에
게 이르노니, 포도원의 이 지역에 있
는교회감독에게보고서를제출할모
든 장로는 그가 일하는 교회 또는 여
러 교회의 추천을 받을지니, 이는 모
든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과 자기의
보고서가승인받게하려는것이니라.

20 그리고 또, 나의 교회에 관한
ㄱ기록을 맡아보는 청지기로 임명된
나의 종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감독
또는 여러 감독에게 도움을 요구할
권리를가질지니－

21 이는 ㄱ계시가출판되어땅끝까
지 나아가게 하며, 또한 그들로 모든
일에 교회를 유익하게 할 기금을 조
달하게하며,

22 또한 그들로 모든 일에 승인 받
으며 지혜로운 청지기로 인정받게

하려는것이니라.
23 그리고 이제 보라, 이것은 나의

교회가 세워질 모든 땅에서, 널리 퍼
져 있는 나의 교회의 모든 지부에게
본이될것이니라. 이제나는나의말
을마치노라. 아멘.

24 교회 회원에 관하여 왕국의 율
법에 몇 마디 말을 추가하노니, 시온
으로 올라가도록 성령으로 ㄱ지명 받
은 자와 시온으로 올라 갈 특권이 있
는자는－

25 교회의 장로 세 사람에게서 받
은 증명서 또는 감독에게서 받은 증
명서를가지고감독에게갈지어다.

26 그리하지 아니하고 시온 땅으
로 올라가는 자는 지혜로운 청지기
로 여김을 받지 못하리라. 이것 역시
한본이니라. 아멘.

20ㄱ 교성 70:3~5.
21ㄱ 안내교리와 성약.
24ㄱ 안내부르다,

하나님에게서 부름

받은, 부름.
73 1ㄱ 설명 선교 사업을

하고 있던 다른 이들;
교성 57~68 참조.

2ㄱ 교성 20:63.

을 전파하는 일과 주변 지역에 있는
교회 회원을 권면하기를 계속함이
내게필요하니라.

2 그러고 나서 보라, 그들 각자의
사명이 대회의 ㄱ지지로써 그들에게
알려지리라.

3 이제 진실로 내가 너희, 나의 종

1~2, 장로들은 전도하기를 계속할
것. 3~6,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
돈은 성경 번역을 끝마칠 때까지 계
속할것.

대저진실로이같이주가이르노
니, ㄱ그들이 대회 때까지 복음

제 73 편

1832년 1월 10일오하이오주하이럼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와시드니리그
돈에게주신계시(교회사1:241~242). 지난해12월상순부터선지자와시드니
는 전도하는 일을 해 왔고 이로써 교회에 대하여 야기된 악감정을 많이 완화
시키게되었다(제71편머리말을보라).



조셉 스미스 이세와 시드니 리그돈
에게 이르노니, 또다시 ㄱ번역함이
ㄴ필요하도다. 주가이르노라.

4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만큼, 대
회 때까지 주변 지역에서 전도하고
그 후에는 성경 번역 일을 끝마칠 때
까지계속함이필요하도다.

1~5, 바울은 그 당시 교회 회원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 것을 권고
함. 6~7, 어린아이는 거룩하며 속죄
를통하여성결하게됨.

무릇ㄱ믿지 아니하는 남편은 아
내로 인하여 성결하게 되며,

믿지 아니하는 아내는 남편으로 인
하여 성결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
하면 너희 자녀는 깨끗하지 아니할
것이로되, 지금그들은거룩하니라.

2 그런데사도시대에는예수그리
스도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유대인 가운데에 할례의 법이 있었
느니라.

3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ㄱ할례

의 법에 관하여 백성 가운데 큰 ㄴ다
툼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이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자기 자녀들이 할
례를받아이미성취되어버린 ㄷ모세
의율법을좇기원하였음이더라.

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
가운데 모세의 율법을 좇아 양육된
자녀들은 그들 조상의 ㄱ전통에 주의
를 기울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
지 아니하여 이로써 거룩하지 않게
되었느니라.

5 그리하여그이유로말미암아사
도는 교회에 편지를 써서 주의 명령
이 아닌 자신의 명령을 그들에게 주
었나니, 곧 그들 사이에서 ㄱ모세의
율법을 버리지 아니하면, 믿는 자는

5 그리고 기록된 바와 같이 더욱
많은 지식을 받을 때까지 이를 장로
들에게본이되게하라.

6 이제 내가 너희에게 지금은 더
이상주지아니하노라. 너희 ㄱ허리를
동이고 침착하라. 참으로 그러하도
다. 아멘.

160교리와 성약 73:4~74:5

3ㄱ 교성 45:60~61; 76:15.
안내조셉 스미스
역(조성)

ㄴ 설명 조셉과 시드니는
앞서 성경 번역을
중단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교성 71:2.

6ㄱ 벧전 1:13.
74 1ㄱ 고전 7:14~19.
3ㄱ 안내할례.
ㄴ 행 15:1~35; 

갈 2:1~5.
ㄷ 안내모세의 율법.

4ㄱ 안내전통.
5ㄱ 니후 25:24~27.

제 74 편

1832년 1월 오하이오 주 하이럼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교회
사 1:242). 선지자는 기술하기를, “앞서 기록한 주의 말씀(교성 73)을 받고 나
서나는경전번역을다시시작하였고1월25일개최하기로되어있던대회바
로직전까지부지런히일하였다. 이기간동안나는또한고린도전서7장14절
의설명으로다음의것을받았다”(교회사1:242).



161 교리와 성약 74:6~75:6

믿지 아니하는 자와 ㄴ결합하지 말라
는것이었더라.

6 이는그들의자녀에게할례를행
하지 않게 하려 함이요, 어린아이는
거룩하지아니하다는전통을버리게
하려 함이었나니, 이는 그러한 전통

1~5, 복음을 전파하는 충실한 장로
들은 영생을 얻을 것임. 6~12,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받기를
기도해야 함. 13~22, 장로들은 자기
들의 말을 거부하는 자들을 심판하
는 자리에 앉을 것임. 23~36, 선교사
의가족은교회의도움을받아야함.

진실로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
르노라. 나는 참으로 나의 영의

ㄱ음성으로말하는자니곧ㄴ알파와오
메가, 너희주너희하나님이니라－

2 들으라, 오 너희, 나의 복음을 선
포하며 나의 ㄱ포도원의 ㄴ가지를 치
러 나아가려고 자기 이름을 제출한

자들아,
3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아가고 머무르지 말며 ㄱ게
으르지도 말고 너희 힘을 다하여 일
함이나의뜻이니－

4 나팔소리같이너희음성을높여
내가 너희에게 준 계시와 계명에 따
라ㄱ진리를ㄴ선포하라.

5 그리하여, 만일너희가충실하면
많은 ㄱ곡식단을지게될것이요, ㄴ존
귀와 ㄷ영광과 ㄹ불멸과 ㅁ영생으로
ㅂ면류관을쓰게되리라.

6 그러므로 진실로 내가 나의 종
윌리엄 이 매클렐른에게 이르노니,
내가 그에게 동쪽 지방으로 가라고

이유대인가운데있었음이니라.
7 그러나 ㄱ어린아이는 예수 그리

스도의 ㄴ속죄를 통하여 ㄷ성결하게
되어 ㄹ거룩하니, 이것이경전이뜻하
는바니라.

5ㄴ 안내결혼, 결혼하다－
다른 종교 간의 결혼.

7ㄱ 모로 8:8~15; 
교성 29:46~47; 137:10.

ㄴ 안내속죄하다, 속죄.
ㄷ 안내구원－어린

아이들의 구원.
ㄹ 안내거룩한.

75 1ㄱ 안내계시.

ㄴ 계 1:8. 
안내알파와 오메가.

2ㄱ 안내포도원, 주의.
ㄴ 야곱 5:62.

3ㄱ 안내게으른, 게으름.
4ㄱ 교성 19:37.
ㄴ 안내선교 사업.

5ㄱ 시 126:6; 
앨 26:5.

ㄴ 안내공경하다.
ㄷ 안내영광.
ㄹ 안내불멸의, 불멸.
ㅁ 안내영생.
ㅂ 안내면류관.

제 75 편

1832년 1월 25일오하이오주앰허스트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를통하여주
신 계시(교회사 1:242~245). 이때는 이전에 지정된 대회 기간이었다. 이 대회
에서조셉스미스는대신권의회장으로지지되고성임되었다. 사람들에게자
기의말을이해시키는데어려움을겪은어떤장로들이자기들의당면한의무
에관해서더욱자세하게알기를원하였다. 이계시가따랐다.



준임무를ㄱ취소하고
7 그에게 새 임무와 새 명령을 주

노니, 이로써 나 주는 그의 마음의
ㄱ불평에대하여그를ㄴ징계하노라.

8 그리고 그는 죄를 범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용서
하고 다시 그에게 이르노니, 남쪽 지
방으로가라.

9 그리고 나의 종 룩 존슨은 그와
함께 가서 내가 그들에게 명한 것들
을선포할지니－

10 주의 이름을 불러 그들에게 필
요한모든것을가르쳐주실 ㄱ보혜사
를구하며－

11 지치지 않게 항상 ㄱ기도하라.
그들이 이를 행하는 만큼, 내가 그들
과끝까지함께있으리라.

12 보라, 이것이너희에대한주너
희 하나님의 뜻이니라. 참으로 그러
하도다. 아멘.

13 그리고 또, 진실로 이같이 주가
이르노니, 나의 종 ㄱ올슨 하이드와
나의종 ㄴ새뮤얼에이치스미스는동
쪽 지방으로 여행을 떠나 내가 그들
에게 명한 것들을 선포할지어다. 그
리고그들이충실한만큼, 보라, 내가
ㄷ그들과끝까지함께있으리라.

14 그리고또, 진실로나는나의종
라이먼존슨에게그리고나의종 ㄱ올
슨 프랫에게 이르노니, 그들도 또한
동쪽 지방으로 여행할지니, 보라, 또

바라보라, 내가 또한 그들과도 끝까
지함께있으리라.

15 그리고 또, 내가 나의 종 아사
도즈에게 그리고 나의 종 칼브스 윌
슨에게 이르노니, 그들도 또한 서쪽
지방으로 여행하여 참으로 내가 그
들에게 명한 대로 나의 복음을 선포
할지니라.

16 충실한 자는 모든 것을 이길 것
이요, 마지막날에ㄱ들리우리라.

17 그리고또, 내가나의종매이저
엔 애슐리와 나의 종 버 릭스에게 이
르노니, 그들도 또한 남쪽 지방으로
여행할지어다.

18 그러하도다. 내가그들에게명한
대로그들모두는여행을떠나집에서
집으로, 그리고 마을에서 마을로, 그
리고도시에서도시로갈지어다.

19 그리고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
가든지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집에너희의축복을남기라.

20 그리고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
가든지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아
니하거든, 너희는 그 집에서 속히 떠
나 너희 발의 먼지를 ㄱ떨어 버려 그
들에대한증거로삼을지니라.

21 그리하면 너희는 ㄱ기쁨과 즐거
움으로 가득 차리라. 또 이것을 알지
니, 곧 심판의 날에 너희는 그 집의
ㄴ심판자가되어그들을정죄하리라.

22 그리고 심판의 날에 그 집보다

162교리와 성약 75:7~22

6ㄱ 교성 66:1~13.
7ㄱ 안내불평하다; 사고.
ㄴ 안내징계하다, 징계.

10ㄱ 요 14:26. 
안내보혜사.

11ㄱ 니후 32:9.

13ㄱ 안내하이드, 올슨.
ㄴ 스미스, 새뮤얼 에이치.
ㄷ 마 28:19~20.

14ㄱ 안내프랫, 올슨.
16ㄱ 교성 5:35.
20ㄱ 마 10:14; 

눅 10:11~12; 
교성 24:15; 60:15.

21ㄱ 마 5:11~12.
ㄴ 안내심판하다, 심판.



163 교리와 성약 75:23~36

이방인이 견디기가 더 쉬우리라. 그
러므로 너희 ㄱ허리를 동이고 충실하
라. 그리하면 너희는 모든 것을 이기
고, 마지막 날에 들리우리라. 참으로
그러하리라. 아멘.

23 그리고 또, 이같이 주가 너희에
게 이르노니, 너희에 대한 나의 뜻을
알려고 너희의 이름을 제출한 오 너
희, 나의교회의장로들아－

24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름을 받아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
러 세상으로 반드시 파송되어야 하
는 자들의 가족을 부양하는 일을 돕
고 또 그들의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교회의의무니라.

25 그런즉나주는이명령을너희
에게 주노니, 곧 너희 형제들이 기
꺼이 그들의 마음을 열려고 하는 만
큼, 너희는 너희 가족이 거할 곳을
얻으라.

26 자기 가족을 위한 거처와 그들
을 위한 교회의 부양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모두 동쪽으로나 서쪽으로, 북
쪽으로나, 남쪽으로나 세상으로 나
아가지못함이없도록할지어다.

27 그들은 구할지어다.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두드릴지어다. 그리하
면 그들에게 열릴 것이요, 그들이 어
디로 가야 할지가 높은 곳에서부터

참으로 ㄱ보혜사로 말미암아 알려지
리라.

28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
게이르노니, 불가피하게자신의 ㄱ가
족을 ㄴ부양해야만 하는 모든 사람은
저마다 부양할지어다. 그리하면 그
는 결단코 자기의 면류관을 잃지 아
니하리니, 그는 교회 안에서 일할지
어다.

29 각사람은모든일에 ㄱ부지런할
지니, ㄴ게으른자는회개하고자기의
길을고치지않는한, 교회안에서자
리를갖지못할지니라.

30 그런즉 나의 종 시미언 카터와
나의 종 이머 해리스는 성역을 베푸
는일에연합할지니,

31 또한 나의 종 에즈라 테이어와
나의종ㄱ토머스비마쉬도그리하고

32 또한 나의 종 하이럼 스미스와
나의종레이놀즈케이훈도그리하고

33 또한 나의 종 대니얼 스탠튼과
나의종세이모어브런슨도그리하고

34 또한 나의 종 실베스터 스미스
와나의종기디언카터도그리하고

35 또한 나의 종 러글스 에임스와
나의종스티븐버넷도그리하고

36 또한 나의 종 마이커 비 웰튼과
또한 나의 종 이든 스미스도 그리할
지어다. 참으로그러하도다. 아멘.

22ㄱ 엡 6:14; 
교성 27:15~18.

27ㄱ 니후 32:5; 
교성 8:2. 

안내성신.
28ㄱ 안내가족.

ㄴ 딤전 5:8; 
교성 83:2.

29ㄱ 안내부지런함.
ㄴ 안내게으른, 게으름.

31ㄱ 안내마쉬, 토머스 비.

제 76 편

1832년 2월 16일오하이오주하이럼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와시드니리그



1~4, 주는하나님이심. 5~10, 왕국의
여러 비밀이 모든 충실한 자에게 드
러날 것임. 11~17, 만민은 의인이나
불의한 자의 부활에 나아오게 될 것
임. 18~24, 수많은 세상의 주민은 예
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하나
님에게 아들과 딸로 태어남. 25~29,
하나님의 한 천사가 타락하여 악마
가 됨. 30~49, 멸망의 자식들은 영원
한저주를받을것이며, 다른모든사
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구원을 얻
음. 50~70, 해의 왕국 안에서 승영된
자의 영광과 보상이 서술됨. 71~80,
달의 왕국을 상속할 자가 서술됨.
81~113, 별, 달 및 해의 영광에 있는
자들의 상태가 설명됨. 114~119, 충
실한 자는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의 왕국의 여러 비밀을 보며 이해할
수있음.

ㄱ

들
으라, 오 너희, 하늘들아, 그
리고 귀를 기울이라, 오 땅이

여, 그리고그곳의너희주민은기뻐
하라. 무릇 주는 ㄴ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ㄷ구원자가ㄹ없음이니라.

2 그의 ㄱ지혜는 크고 그의 길은
ㄴ기이하니, 그가 하는 일의 한계는
아무도알아낼수없도다.

3 그의 ㄱ목적은 실패하지 아니하
며, 그의 손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자
는아무도없도다.

4 영원으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
지 그는 ㄱ동일하며, 그의 햇수는 결
코 ㄴ다함이없도다.

5 대저 이같이 주께서 이르시나
니－나 주는 나를 ㄱ두려워하는 자에
게 ㄴ자비롭고은혜로우며, 끝까지의
와진리로나를 ㄷ섬기는자를존귀하
게하기를기뻐하노라.

164교리와 성약 76:1~5

76 1ㄱ 사 1:2.
ㄴ 렘 10:10. 

안내하나님, 
신회－아들 하나님.

ㄷ 안내구주.
ㄹ 사 43:11, 

호 13:4.

2ㄱ 니후 2:24; 교성 38:1~3.
ㄴ 계 15:3.

3ㄱ 왕상 8:56; 
교성 1:38; 64:31.

4ㄱ 히 13:8; 
교성 35:1; 38:1~4;
39:1~3.

ㄴ 시 102:25~27; 히 1:12.
5ㄱ 신 6:13; 수 4:23~24.

안내두려움; 경건.
ㄴ 출 34:6; 시 103:8. 

안내자비로운, 자비.
ㄷ 교성 4:2.

돈에게 주신 시현(교회사 1:245~252). 이 시현을 기술하기에 앞서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앰허스트 대회에서 돌아와 나는 경전 번역을 다시
시작하였다. 지금껏 받은 여러 계시로 미루어 보아 사람의 구원에 관한 많은
중요한 점들이 성경에서 빠졌거나 성경이 편찬되기 전에 분실되었음이 명백
하였다. 남아 있는 진리를 살펴보면 만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육체로 있
을 동안에 행한 행위에 따라 보상을 주신다면 성도들의 영원한 집을 뜻하는
하늘이라는말은하나이상의여러왕국을내포하고있음이자명한것으로보
였다. 따라서－요한복음을번역하는동안나자신과리그돈장로는다음시현
을 보았다”(교회사 1:245). 이 시현이 주어진 것은 선지자가 요한복음 5:29를
번역하고난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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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들의 상은 클 것이요, 그들의
ㄱ영광은영원하리로다.

7 그리고 그들에게 나는 모든 ㄱ비
밀, 참으로 옛날부터 나의 왕국의 감
추어진모든비밀을 ㄴ드러낼것이요,
장차 임할 여러 시대 동안 나의 왕국
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나의 선하
고기쁜뜻을그들에게알게하리라.

8 그러하도다. 영원한 기이함까지
도그들이알게될것이요, 장차임할
일들, 곧많은세대의일들을나는그
들에게보여주리라.

9 이에 그들의 ㄱ지혜는 커질 것이
요, 그들의 ㄴ이해력은하늘에닿으리
니, 그들 앞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소
멸할것이요, 명철자의총명이 ㄷ없어
지리라.

10 이는나의 ㄱ영으로써내가그들
을 ㄴ깨닫게 할 것이요, 나의 ㄷ권능으
로써 나의 뜻의 비밀, 참으로 ㄹ눈으
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
람의 마음속에 아직까지 들어온 적
이 없는 것까지도 그들에게 알게 할
것임이니라.

11 우리들 조셉 스미스 이세와 시
드니 리그돈은 우리 주의 해로 일천
팔백삼십이년 이월 열엿샛 날에 ㄱ영
에감동되어－

12 ㄱ영의 권능으로써 우리의 ㄴ눈

이 열리고 우리의 이해력이 깨우침
을 받아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이해
하게되었나니－

13 이는 참으로 세상이 있기 전 태
초부터 있던 것들이요, 아버지께서
그의 독생자를 통하여 정하신 것들
이라. 이독생자는 ㄱ태초부터아버지
의품안에계셨느니라.

14 그에 대하여 우리는 증거하노
니, 우리가 드리는 증거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라.
그를 우리는 하늘의 ㄱ시현 가운데서
보았고 우리는 그와 함께 ㄴ대화하였
느니라.

15 대저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지명하신 ㄱ번역일을하고있을때에
요한복음오장이십구절에이르렀더
니, 이를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주셨
으니－

16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ㄱ인자
의 음성을 ㄴ듣게 될 자들에 관하여
말하면서－

17 ㄱ선을행한자는 ㄴ의인의 ㄷ부활
에, 악을행한자는불의한자의부활
에나아오리라하시더라.

18 이제 이 구절은 우리로 기이히
여기게 하였나니, 이는 그것이 영으
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음이
더라.

6ㄱ 안내해의 영광.
7ㄱ 안내하나님의 비밀.
ㄴ 교성 42:61; 59:4; 98:12;

121:26~33.
9ㄱ 안내지혜.
ㄴ 안내이해.
ㄷ 사 29:14; 니후 9:28~29.

10ㄱ 모로 10:5.
ㄴ 안내계시; 간증.

ㄷ 안내권능.
ㄹ 사 64:4; 고전 2:9; 

3니 17:15~17; 
교성 76:114~116.

11ㄱ 계 1:10.
12ㄱ 안내변형.

ㄴ 교성 110:1; 137:1;
138:11, 29.

13ㄱ 모세 4:2.

14ㄱ 안내시현.
ㄴ 교성 109:57.

15ㄱ 안내조셉 스미스
역(조성).

16ㄱ 안내인자.
ㄴ 요 5:28.

17ㄱ 안내행위.
ㄴ 행 24:15.
ㄷ 안내부활.



19 그리고우리가이일들을 ㄱ깊이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주께서 우리
의 이해의 눈을 만지시니, 우리의 이
해의 눈이 열리고 주의 영광이 주위
에두루비치더라.

20 그리고 우리는 ㄱ아버지의 ㄴ우
편에 계시는 아들의 ㄷ영광을 보았고
그의충만함을받았더라.

21 또 그의 보좌 앞에 거룩한 ㄱ천
사들과 ㄴ성결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
과 어린 양을 경배하는 것을 보았는
데, 그들은영원무궁토록그를 ㄷ경배
하더라.

22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하여 드린
많은 간증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가그에대하여드리는 ㄱ간증은이러
하니, 곧 그는 ㄴ살아 계시다는 것이
니라.

23 이는우리가실로 ㄱ하나님의우
편에 계신 그를 ㄴ보았고 또 그는 아
버지의 ㄷ독생자라 증거하는 음성을
들었음이니－

24 곧 ㄱ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
여, 그에게서 ㄴ여러 세상이 현재와
과거에 창조되었고, 그 곳의 주민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ㄷ아들과 딸들이

라하더라.
25 그리고이것을우리가또한보았

고 증거하노니, 곧 하나님 앞에 권세
를지닌한 ㄱ천사가있더니, 아버지께
서사랑하시고아버지의품속에있는
독생자를거스려모반하여, 하나님과
아들의앞에서내어던짐을받고,

26 멸망이라 불리더라. 이는 여러
하늘이그를위하여울었음이라－그
는ㄱ루시퍼니, 아침의아들이더라.

27 또우리가보았나니, 보라, 그가
ㄱ떨어졌도다! 아침의 아들이거늘 떨
어졌도다.

28 그리고 우리가 아직 영에 감동
되어 있을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명
하시기를, 시현을 기록하라 하셨나
니, 이는하나님을 ㄱ거스려모반하여
우리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왕
국을 취하려 한 저 옛 ㄴ뱀, 곧 ㄷ악마,
사탄을우리가보았음이라－

29 그런즉 그는 하나님의 성도들
과 ㄱ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사방으로
에워싸는도다.

30 또 우리는 그가 싸워 이긴 자들
의 고난을 시현으로 보았나니, 이는
이같이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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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ㄱ 안내깊이 생각하다.
20ㄱ 안내하나님, 신회－

아버지 하나님.
ㄴ 행 7:56.
ㄷ 안내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21ㄱ 마 25:31; 

교성 130:6~7; 136:37.
ㄴ 안내성결하게 됨.
ㄷ 안내예배.

22ㄱ 안내간증.
ㄴ 교성 20:17.

23ㄱ 안내하나님, 신회－

아버지 하나님.
ㄴ 안내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필멸 이후의
나타남.

ㄷ 요 1:14. 
안내독생자.

24ㄱ 히 1:1~3; 
3니 9:15; 
교성 14:9; 93:8~10.

ㄴ 모세 1:31~33; 7:30.
안내창조하다, 창조.

ㄷ 행 17:28, 29; 
히 12:9. 

안내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25ㄱ 교성 29:36~39; 
모세 4:1~4. 
안내악마.

26ㄱ 사 14:12~17. 
안내루시퍼.

27ㄱ 눅 10:18.
28ㄱ 안내천국 전쟁.

ㄴ 계 12:9.
ㄷ 안내악마.

29ㄱ 계 13:7; 
니후 2:18; 28: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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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이라
31 곧나의권능을알고있고그권

능의 참여자가 되었으나, 스스로를
내어맡겨 악마의 힘을 통하여 ㄱ굴복
당하여 진리를 부인하며 나의 권능
을 무시하게 된 모든 자에 대하여 이
같이주가이르노라－

32 그들은 ㄱ멸망의 ㄴ자식들이요,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차라
리태어나지아니하였더면그들에게
더좋을뻔하였다하는자들이니,

33 이는 그들이 악마와 그의 사자
들과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를 받을 운명에 놓인 진노의 그릇임
이라.

34 그들에 관하여 나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ㄱ용
서가없다하였나니－

35 성령을받은뒤에성령을 ㄱ부인
하고 아버지의 독생자를 부인하며,
그들 스스로에게 그를 ㄴ못 박고, 드
러내어 그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
였음이라.

36 이들은 악마와 그의 사자들과
함께 ㄱ불과 유황 못 속으로 들어갈
자들이요－

37 둘째 ㄱ사망이 조금이라도 권능

을미칠유일한자들이니,
38 그러하도다. 진실로 주의 진노

를 받은 후에 주께서 정하신 때에 구
속받지못할유일한ㄱ자들이니라.

39 무릇 나머지는 모두, 여러 세상
이 지음을 받기 전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고죽임을당하신 ㄱ어린양의승
리와영광을통하여죽은자의 ㄴ부활
로말미암아ㄷ나아오게되리라.

40 그리고 이것이 ㄱ복음이요 기쁜
소식이니, 여러 하늘에서 나는 소리
가우리에게증거한것이라－

41 곧예수는세상을위하여 ㄱ십자
가에못박히시려고, 그리고 ㄴ세상의
죄를 ㄷ짊어지시려고, 그리고 세상을
ㄹ성결하게하시려고, 그리고모든불
의한 것에서 세상을 ㅁ깨끗하게 하시
려고세상에들어오셨나니,

42 이는 아버지께서 그의 권능에
맡기시고 그로 말미암아 지으신 모
든 자가 그를 통하여 ㄱ구원을 얻게
하려함이라,

43 그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
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나타내신 후
에 그를 부인하는 멸망의 자식들 외
에는 자기 손으로 지은 모든 것을 구
원하시느니라.

31ㄱ 안내배도.
32ㄱ 교성 76:26; 

모세 5:22~26.
ㄴ 안내멸망의 자식들.

34ㄱ 마 12:31~32. 
안내용서하다.

35ㄱ 벧후 2:20~22; 
앨 39:6. 
안내용서받지 못할 죄.

ㄴ 히 6:4~6; 
니전 19:7; 
교성 132:27.

36ㄱ 계 19:20; 20:10; 21:8;
니후 9:16; 28:23; 
앨 12:16~18; 
교성 63:17.

37ㄱ 안내사망, 영적.
38ㄱ 안내멸망의 자식들.
39ㄱ 안내예수 그리스도.

ㄴ 안내부활.
ㄷ 설명 구속받은; 38절

참조. 만인은 부활할
것임. 
앨 11:41~45 참조. 

안내살리다.
40ㄱ 3니 27:13~22. 

안내복음; 구속의 계획.
41ㄱ 안내십자가에 달림.

ㄴ 요1 2:1~2.
ㄷ 사 53:4~12; 

히 9:28.
ㄹ 안내성결하게 됨.
ㅁ 안내구속하다,

구속받은, 구속.
42ㄱ 안내구원.



44 그런즉 그는 그들 외에는 모두
를 구원하시느니라－그들은 ㄱ끝없
는 ㄴ형벌이요 영원한 형벌인 무궁한
형벌에 들어가서 ㄷ악마와 그의 사자
들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 거
기에는 그들의 ㄹ벌레가 죽지 아니하
며 불이 꺼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곧
그들의고통이라－

45 그 ㄱ끝이나 그 장소나 그들의
고통을아는사람은아무도없고,

46 그 형벌에 참여하게 되는 그들
외에는 사람에게 과거에도 나타내
보이지아니하였고현재에나장래에
도나타내보이지아니할것이라.

47 그러할지라도 나 주는 이를 시
현으로 많은 사람에게 보이나 곧바
로이를다시닫아버리느니라.

48 그런즉 그 끝 그 넓이 그 높이
그 ㄱ깊이 그리고 그 비참을 그들은
이해하지못하며, 이 ㄴ정죄에이르기
로 ㄷ정해지는자들외에는아무사람
도이해하지못하느니라.

49 그리고 우리는 음성을 들었으
니, 이르시기를, 이시현을기록하라.
이는 보라 이것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겪는 고통의 시현의 끝임이니

라하시더라.
50 그리고 또 우리는 증거하노

니－이는 우리가 보고 들었음이요,
이것이 의인의 ㄱ부활에 나아올 자들
에 관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ㄴ증언임
이라－

51 그들은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
아들이고그의이름을 ㄱ믿고그의이
름으로 물 속에 ㄴ매장됨으로써 그의
매장된 ㄷ방식을 좇아 ㄹ침례를 받은
자들이니, 이는 그가 주신 계명에 따
른것이라－

52 그리하여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ㄱ씻음을받아그들의모든죄
에서 ㄴ깨끗하게 되어, 성령을 줄 ㄷ권
능에 ㄹ성임되고 인봉된 자의 ㅁ안수
로써성령을받게하려함이니라.

53 또 그들은 신앙으로써 승리한
자요, 아버지께서 의롭고 참된 모든
자에게 내려 주시는 ㄱ약속의 성령으
로ㄴ인봉된자들이니라.

54 그들은 ㄱ장자의교회회원인자
들이요,

55 그들은 아버지께서 그들의 손
에 ㄱ만물을주신자들이니－

56 그들은 그의 충만함과 그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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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ㄱ 교성 19:6~12.
ㄴ 안내정죄.
ㄷ 안내악마.
ㄹ 사 66:24; 

막 9:43~48.
45ㄱ 교성 29:28~29.
48ㄱ 계 20:1.

ㄴ 앨 42:22.
ㄷ 설명 선고받다,

넘겨지다.
50ㄱ 안내부활.

ㄴ 안내간증.
51ㄱ 교성 20:25~27, 37.

ㄴ 롬 6:3~5.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침수로서의 침례.

ㄷ 교성 128:13.
ㄹ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

52ㄱ 니후 9:23; 
모로 8:25~26.

ㄴ 안내순수한, 순수.
ㄷ 안내권세.
ㄹ 안내성임하다, 성임.
ㅁ 안내은사, 성신의; 

손, 안수.
53ㄱ 엡 1:13; 

교성 88:3~5. 
안내약속의 성령.

ㄴ 안내인봉하다, 인봉
54ㄱ 히 12:23; 

교성 93:21~22. 
안내장자.

55ㄱ 벧후 1:3~4; 
교성 50:26~28;
84: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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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을받은ㄱ제사장과왕인자들이요,
57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지

극히높으신이의 ㄱ제사장들이니, 멜
기세덱의 반차는 ㄴ에녹의 반차를 좇
은 것이요, 에녹의 반차는 독생자의
ㄷ반차를좇은것이니라.

58 그런즉기록된대로그들은 ㄱ신
들이요, 참으로 ㄴ하나님의 ㄷ아들들
이니－

59 그런즉 ㄱ만물은그들의것이라,
살았거나 죽었거나, 현재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그들의 것이요, 그
들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
는하나님의것이니라.

60 그리고그들은모든것을 ㄱ이기
리라.

61 그런즉 아무도 사람을 ㄱ자랑으
로 여기지 말고 도리어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ㄴ굴복시키실 하나님을
ㄷ자랑으로여길지어다.

62 이들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
도의 ㄱ면전에서영원무궁토록 ㄴ거하

리라.
63 이들은 그가 땅에서 자기 백성

을 ㄱ다스리려고 하늘 구름을 타고
ㄴ올때에데리고올ㄷ자들이니라.

64 이들은 ㄱ첫째부활에참여할자
들이니라.

65 이들은 ㄱ의인의 부활에 나아올
자들이니라.

66 이들은 ㄱ시온 ㄴ산에, 그리고 모
든 것 가운데 가장 거룩한 하늘의 처
소,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에 이른
자들이니라.

67 이들은 무수한 천사의 무리에
게, 총회와 ㄱ에녹의 교회에, 그리고
ㄴ장자의교회에온자들이니라.

68 이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만민의 ㄱ심판자로 계시는 하늘에 이
름이 ㄴ기록된자들이니라.

69 이들은 예수 곧 자신의 ㄱ피 흘
림을통하여이완전한 ㄴ속죄를이루
신새 ㄷ성약의중보자예수를통하여
ㄹ온전하게된ㅁ의로운자들이니라.

56ㄱ 출 19:6; 계 1:5~6; 20:6.
57ㄱ 안내제사, 

멜기세덱 신권.
ㄴ 창 5:21~24. 안내에녹.
ㄷ 교성 107:1~4.

58ㄱ 시 82:1, 6; 
요 10:34~36. 
안내사람, 사람들－
사람, 하늘 아버지처럼
될 잠재성.

ㄴ 교성 121:32. 
안내하나님, 신회.

ㄷ 안내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59ㄱ 눅 12:42~44; 3니 28:10;
교성 84:36~38.

60ㄱ 계 3:5; 21:7.
61ㄱ 요 5:41~44; 

고전 3:21~23.
ㄴ 교성 49:6.
ㄷ 니후 33:6; 앨 26:11~16.

안내영광.
62ㄱ 교성 130:7. 안내영생.

ㄴ 시 15:1~3; 24:3~4; 
니전 15:33~34; 
모세 6:57.

63ㄱ 교성 58:22. 
안내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천년
통치.

ㄴ 마 24:30.
ㄷ 교성 88:96~98. 

안내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64ㄱ 계 20:6.
65ㄱ 안내부활.

66ㄱ 안내시온.
ㄴ 사 24:23; 

히 12:22~24; 
계 14:1; 
교성 84:2; 133:56.

67ㄱ 교성 45:9~12.
ㄴ 히 12:23; 

교성 76:53~54. 
안내장자.

68ㄱ 안내예수 그리스도－
심판자.

ㄴ 안내생명의 책.
69ㄱ 안내피.

ㄴ 안내속죄하다, 속죄.
ㄷ 안내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ㄹ 모로 10:32~33.
ㅁ 교성 129:3; 138:12.



70 이들은 ㄱ해의영광의몸을가진
자들이요, 그들의 ㄴ영광은 ㄷ해의 영
광과 같으니, 참으로 만유 가운데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
의 영광은 궁창의 해가 그 상징으로
기록되어있느니라.

71 그리고 또, 우리는 ㄱ달의 영광
의세계를보았나니, 보라, 또바라보
라, 이들은 달의 영광에 속한 자들이
라. 그 영광은 아버지의 충만하심을
받은 장자의 교회의 영광과는 다르
니, 이는 마치 달의 ㄴ영광이 궁창에
있는해와다르듯다르더라.

72 보라, 이들은 ㄱ율법 ㄴ없이 죽은
자들이니라.

73 그리고또한그들은 ㄱ옥에갇힌
사람들의 ㄴ영이라. 아들이그들을방
문하여그들에게 ㄷ복음을 ㄹ전파하셨
나니, 이는 그들이 육체를 가진 사람
처럼심판받게하려하심이라.

74 이들은 육체로 있을 동안 예수
에 대한 ㄱ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
였으나, 그 후에 그것을 받아들인 자
들이니라.

75 이들은세상에서존경을받으나
사람의계교로눈이먼자들이니라.

76 이들은 그의 영광을 받으나,
그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니라.
77 이들은 아들의 임재함을 받으

나, 아버지의 충만하심을 받지 못하
는자들이니라.

78 그런즉그들은 ㄱ달의영광의몸
이요, 해의영광의몸이아니니, 달이
해와다르듯영광이다르도다.

79 이들은예수에대한간증에 ㄱ용
감하지 아니한 자들이니, 그런즉 그
들은 우리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릴
면류관을얻지못하느니라.

80 그리고 이제 이것이 우리가 달
의 영광의 세계에 관하여 본 시현의
끝이니, 우리가 아직 영에 감동되어
있을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기록하
라명하신것이니라.

81 그리고 또, 우리는 ㄱ별의 영광
을 보았나니, 그 영광은 별들의 영광
이 궁창에 있는 달의 영광과 다르듯
그영광이더작은것이니라.

82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예수에 대한 ㄱ증거를 받아들이지 아
니한자들이니라.

83 이들은 성령을 부인하지 아니
하는자들이니라.

84 이들은 ㄱ지옥에 던져지는 자들
이니라.

85 이들은 ㄱ마지막 부활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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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ㄱ 교성 88:28~29;
131:1~4; 137:7~10.
안내해의 영광.

ㄴ 교성 137:1~4.
ㄷ 마 13:43.

71ㄱ 교성 88:30. 
안내달의 영광.

ㄴ 고전 15:40~41.
72ㄱ 안내율법.

ㄴ 교성 137:7, 9.

73ㄱ 교성 88:99; 138:8. 
안내지옥; 
구원, 죽은 자를 위한.

ㄴ 앨 40:11~14. 
안내영.

ㄷ 안내복음.
ㄹ 벧전 3:19~20; 4:6; 

교성 138:28~37.
74ㄱ 안내간증.
78ㄱ 고전 15:40~42.

79ㄱ 교성 56:16.
81ㄱ 교성 88:31. 

안내별의 영광.
82ㄱ 교성 138:21.
84ㄱ 니후 9:12; 

앨 12:11. 
안내지옥.

85ㄱ 앨 11:41; 
교성 43:18;
88: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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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곧 그리스도 ㄴ어린 양이 자기 일
을 마치시기까지 ㄷ악마로부터 구속
받지못할자들이니라.

86 이들은 영원한 세상에서 그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나, 달의 영광에
속한 자의 성역을 통하여 성령을 받
는자들이니라.

87 그리고 달의 영광에 속한 자는
해의 영광에 속한 자의 ㄱ성역을 통
하여,

88 그리고 또한 별의 영광에 속한
자는 그들을 위하여 성역을 베풀도
록 임명된 천사 또는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영으로 임명된 천사의 성
역에서 그것을 받게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구원의 상속자가 될 것임이
니라.

89 그리고 이같이 우리가 하늘의
시현 가운데서 별의 영광을 보았나
니, 이는모든이해력을뛰어넘는것
이니라.

90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
내 보인 자 외에는 그것을 아는 사람
이아무도없느니라.

91 그리고 이같이 우리는 모든 것
에있어서곧영광에있어서, 또권능
에 있어서, 또 힘에 있어서, 또 주권
에 있어서 별의 영광보다 뛰어난 달
의영광을보았느니라.

92 또 이같이 우리는 모든 것에 뛰
어난해의영광을보았나니－그곳은
하나님곧아버지께서자기보좌에서

영원무궁토록다스리시는곳이니라,
93 그의 보좌 앞에 모든 것이 겸손

하고 ㄱ경건히 절하며 영원무궁토록
그에게영광을돌리느니라.

94 그의 ㄱ면전에 거하는 자들은
ㄴ장자의교회요, 그들은하나님이그
들을 보시는 것같이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아시는것같이 ㄷ아나니, 그의
충만함과 그의 ㄹ은혜를 그들이 받았
음이라.

95 그리고 그는 권능에 있어서, 힘
에 있어서, 주권에 있어서 그들을
ㄱ동등하게하시느니라.

96 그리고 ㄱ해의영광이하나인것
같이 해의 영광의 세계에 속한 영광
은하나니라.

97 그리고 달의 영광이 하나인 것
같이 달의 영광의 세계에 속한 영광
은하나니라.

98 그리고 별들의 영광이 하나인
것같이 별의 영광의 세계에 속한 영
광은 하나이나, 무릇 영광에 있어서
한 별이 다른 별과 다른 것같이 별의
영광의 세계에서는 영광이 서로 다
르도다.

99 이는이들이 ㄱ바울에속한자요
아볼로에게 속한 자요 게바에게 속
한자임이니라.

100 이들은자신들이혹은어떤이
에게 속하고 혹은 또 다른 이에게 속
한다 말하는 자들이니－혹은 그리스
도에게혹은요한에게혹은모세에게

85ㄴ 안내하나님의 어린 양.
ㄷ 안내악마.

87ㄱ 교성 138:37.
93ㄱ 안내경건.

94ㄱ 교성 130:7.
ㄴ 안내장자.
ㄷ 고전 13:12.
ㄹ 안내은혜.

95ㄱ 교성 29:13; 78:5~7;
84:38; 88:107; 132:20.

96ㄱ 고전 15:40~41.
99ㄱ 고전 3:4~7, 22.



혹은 일라이어스에게 혹은 이사이어
스에게혹은이사야에게혹은에녹에
게속한다말하는자들이니라.

101 그러나 복음이나 예수의 증거
나 선지자들이나 ㄱ영원한 성약을 받
아들이지아니한자들이니라.

102 마지막으로이모든자는성도
와 함께 모여 ㄱ장자의 교회로 ㄴ붙들
려 올라가 구름 속으로 영접되지 아
니할자들이니라.

103 ㄱ이들은 ㄴ거짓말하는 자요 마
술하는 자요 ㄷ간음하는 자요 음행하
는 자요 누구든지 거짓을 사랑하며
지어내는자들이니라.

104 이들은 땅에서 하나님의 ㄱ진
노를겪는자요,

105 이들은 영원한 불의 ㄱ복수를
당하는자들이니라.

106 이들은 ㄱ때가 차기까지 ㄴ지옥
에 던짐을 받아 ㄷ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ㄹ겪는자들이니, 곧그리스도
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ㅁ굴
복시키사 자기 일을 ㅂ온전히 이루실
때까지라.

107 그때그가왕국을넘겨드리며,
흠 없이 아버지께 바치며 이르시기
를, 나는 이겼고, 홀로 포도즙 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격렬한 진노의
ㄱ포도즙틀을ㄴ밟았도다하시리니,

108 그때에그가자기영광의면류
관을쓰고자기권능의 ㄱ보좌에앉아
영원무궁토록다스리시리라.

109 그러나 보라, 또 바라보라, 우
리가 별의 영광의 세계의 영광과 그
주민을 본즉, 그들은 하늘의 궁창에
있는 별과 같이 또는 바닷가의 모래
알과같이무수히많더라.

110 또 주의 음성을 들으니, 이르
시기를, 이들 모두는 무릎을 꿇고 모
든 혀가 영원무궁토록 보좌에 앉으
신이에게 ㄱ고백할지니라하시더라.

111 이는 그들이 자기 ㄱ행위에 따
라심판을받을것이요, 각사람은자
신의행위에따라, 예비된 ㄴ거처에서
자기자신의영토를받을것임이라.

112 또그들은지극히높으신이의
종이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과 그리
스도께서 ㄱ거하시는 ㄴ곳, 곧 끝이 없
는세상에는올수없느니라.

113 이것이 우리가 본 시현의 끝이
니, 우리가 아직 영에 감동되어 있을
동안에기록하라는명을받았느니라.

114 그러나그가우리에게보여주
신 주의 일과 그의 왕국의 여러 ㄱ비

172교리와 성약 76:101~114

101ㄱ 안내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102ㄱ 교성 78:21.
ㄴ 살전 4:16~17; 

교성 88:96~98.
103ㄱ 계 21:8; 

교성 63:17~18.
ㄴ 안내거짓말 함.
ㄷ 안내간음.

104ㄱ 안내정죄.
105ㄱ 유 1:7.

106ㄱ 엡 1:10.
ㄴ 안내지옥.
ㄷ 교성 87:6.
ㄹ 교성 19:3~20.
ㅁ 고전 15:24~28.
ㅂ 히 10:14.

107ㄱ 창 49:10~12; 
사 63:1~3.

ㄴ 계 19:15; 
교성 88:106;
133:46~53.

108ㄱ 교성 137:3.
110ㄱ 빌 2:9~11; 

모사 27:31.
111ㄱ 계 20:12~13. 

안내행위.
ㄴ 요 14:2; 

교성 59:2; 81:6.
112ㄱ 계 21:23~27.

ㄴ 교성 29:29.
114ㄱ 야곱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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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은 ㄴ크고기이하도다. 이는영광에
있어서, 힘에 있어서, 주권에 있어서
모든이해력을뛰어넘는도다.

115 우리가아직영에감동되어있
을 동안 그가 우리에게 명하사 이를
기록하지 말라 하셨고, 또 사람이 이
를말함도ㄱ허락되지아니하며,

116 또 사람이 그러한 것을 ㄱ알릴
수도 없는 것이니, 이는 그러한 것은
오직하나님께서자기를사랑하고그
앞에서스스로를정결하게하는자들

1~4, 짐승은 영을 가지고 있으며 불
멸의 지구에서 더없는 영원한 행복
을누리면서거할것임. 5~7, 이지구
는 7,000년 동안 현세적으로 존재함.
8~10, 여러 천사가 복음을 회복하며
지구에서 성역을 베풂. 11, 144,000
명의 인봉. 12~14, 그리스도께서 일
곱째천년이시작될때에오실것임.
15, 두 선지자가 유대 나라에 일어날
것임.

문.계시록 4장 6절에서 요한이 말
한ㄱ유리바다는무엇이니이까?

답. 그것은 성결하게 되어 불멸하
는ㄴ영원한상태에있는ㄷ지구니라.

2 문. 같은 절에 언급된 네 짐승을
우리는어떻게이해해야하나이까?

답. 그것은 계시자 요한이 ㄱ하늘,
하나님의 ㄴ낙원, 사람과짐승들과기
어다니는것들과공중의새들의 ㄷ행
복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한 ㄹ상징
적 표현이니라. 영적인 것은 현세적
인것과같은모양을하고있으며, 현
세적인 것은 영적인 것과 같은 모양
을 하고 있나니, ㅁ사람의 영도 그의
신체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또한 하

에게주시는성령의권능으로써만보
고ㄴ이해할수있을따름임이니라.

117 이러한 자들에게는 스스로 보
고아는이특권을그가주시나니,

118 이는 육체에 있을 때 영의 권
능과 나타내심을 통하여 영광의 세
계에서 그들이 그의 임재하심을 감
당할수있게하려하심이니라.

119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영광과, 존귀와, 주권이 영원무궁토
록있을지어다. 아멘.

114ㄴ 계 15:3; 
몰 9:16~18; 
모세 1:3~5.

115ㄱ 고후 12:4.
116ㄱ 3니 17:15~17;

19:32~34.
ㄴ 고전 2:10~12.

77 1ㄱ 교성 130:6~9.
ㄴ 안내지구－지구의

마지막 상태; 해의 영광.
ㄷ 교성 88:17~20, 25~26.

2ㄱ 안내하늘.
ㄴ 안내낙원.
ㄷ 안내기쁨.

ㄹ 안내상징주의.
ㅁ 이더 3:15~16; 

아브 5:7~8. 
안내영.

제 77 편

1832년 3월 오하이오 주 하이럼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교회
사1: 253~255). 선지자는“경전번역과관련하여나는요한계시록에대한다
음의설명을받았다”고기록하였다(교회사1:253).



나님께서 창조하신 짐승이나 다른
모든ㅂ생물의영도그와같으니라.

3 문. 그 네 짐승은 하나 하나의 짐
승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니이까? 그
렇지 않으면 어느 종류 또는 등급을
나타내는것이니이까?

답. 그들은네짐승하나하나에국
한되어 있나니, 이를 요한에게 보인
것은 그 지정된 창조의 등급 또는
ㄱ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영원한 ㄴ더
없는 행복을 누리는 생물의 종류에
속하는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니라.

4 문. 그짐승들이가진눈과날개를
우리는어떻게이해해야하나이까?

답. 그들의 눈은 빛과 ㄱ지식을 나
타내는 것이니, 이는 곧 그들에게 지
식이 충만해 있음을 나타내며, 그들
의 날개는 움직이며 행동하는 따위
의ㄴ능력을나타내는것이니라.

5 문. 요한이 말한 ㄱ이십사 장로를
우리는어떻게이해해야하나이까?

답. 요한이 본 그 장로들은 성역을
베푸는 일에 ㄴ충실하고 죽은 장로들
로서이전에 ㄷ일곱교회에속하여있
다가 그때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던
자로이해해야하느니라.

6 문. 요한이 본 일곱 인으로 뒤를
ㄱ봉한 책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이까?

답. 그 책에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

과 ㄴ여러 비밀과 일들이 실려 있으
니, 이 ㄷ지구가 칠천 년 지속되는 동
안 곧 현세적으로 존재하는 동안 이
지구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의 감추
어진 것들이 실려 있는 줄로 이해해
야하느니라.

7 문. 책을 인봉한 일곱 인을 우리
는어떻게이해해야하나이까?

답. 첫째 인에는 ㄱ첫째 천 년의 일
이 실려 있고 둘째에도 또한 둘째 천
년의 일이 실려 있나니, 이같이 일곱
째까지 그러한 줄로 우리는 이해해
야하느니라.

8 문. 계시록 7장 1절에 언급된 네
천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
나이까?

답. 우리는 이같이 이해해야 하나
니, 곧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보내심
을 받은 네 천사로서 이들에게는 지
구의 네 지역을 관리하며 생명을 구
하거나 멸할 권세가 주어졌느니라.
이들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맡길 ㄱ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여러 하늘을 닫거나 생명에
이르도록 인봉하거나 암흑의 ㄴ지역
으로 내려 던질 권능을 가진 자들이
니라.

9 문. 계시록 7장 2절에 나오는 동
방에서 올라오는 천사를 우리는 어
떻게이해해야하나이까?

답. 우리는 이같이 이해해야 하나

174교리와 성약 77:3~9

2ㅂ 모세 3:19.
3ㄱ 교성 93:30; 

모세 3:9.
ㄴ 교성 93:33~34.

4ㄱ 안내지식.
ㄴ 안내권능.

5ㄱ 계 4:4, 10.
ㄴ 계 14:4~5.
ㄷ 계 1:4.

6ㄱ 계 5:1.
ㄴ 안내하나님의 비밀.
ㄷ 안내지구.

7ㄱ 교성 88:108~110.
8ㄱ 계 14:6~7.
ㄴ 마 8:11~12; 22:1~14;

교성 133: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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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곧 동방에서 올라오는 천사는
ㄱ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관할하는 살
아 계신 하나님의 인이 주어진 자니
라. 그런즉 그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네 천사에게 외쳐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ㄴ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느니라. 그리고 만일
너희가 이를 즐겨 받아들일진대, 이
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함께 모으고
모든 것을 ㄷ회복하기 위하여 오기로
되어있는ㄹ일라이어스니라.

10 문. 이장에언급된일들은어느
때에이루어지겠나이까?

답. 이는 여섯째 천 년 곧 ㄱ여섯째
봉인을뗄때에이루어지리라.

11 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서 ㄱ십사만 사천－각 지파에서 일만
이천을 인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하나이까?

답. 우리는 이같이 이해해야 하나
니, 곧 인 침을 받은 자들은 영원한
복음을 베풀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반차에성임된 ㄴ대제사니, 무릇그들
은 ㄷ장자의 교회에 오고자 하는 자
모두를 데려오도록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천사들에 의하
여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성임되는자들이니라.

12 문. 계시록 8장에 언급된 ㄱ나팔
을 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
야하나이까?

답. 우리는 이같이 이해해야 하나
니, 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엿새 동안
에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그의 일을
마치사그날을 ㄴ성결하게하셨고또
한 ㄷ땅의흙으로사람을지으신것같
이, 그와같이일곱째천년이시작될
때에 주 하나님께서는 땅을 ㄹ성결하
게 하시며, 사람의 구원을 완성하시
며, 자기권세에두지아니한것을제
외하고 모든 것을 ㅁ심판하시며 모든
것을 ㅂ구속하실 것이요, 그때 그는
모든 것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모
든 것을 인봉하실 것인즉, 일곱 천사
가나팔을부는것은일곱번째천년
이 시작될 때 그의 일을 예비하고 마
치는 것이니－곧 그가 오시는 때에
앞서길을예비하는것이니라.

13 문. 계시록 9장에 기록된 일들
이성취되는때는언제이니까?

답. 그 일들은 일곱째 인이 떼어진
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성취되
느니라.

14 문. 계시록 10장에 언급된 요한
이 ㄱ먹은 작은 책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하나이까?

답. 우리는 이같이 이해해야 하나

9ㄱ 계 7:4~8.
ㄴ 겔 9:4.
ㄷ 안내복음의 회복.
ㄹ 안내일라이어스.

10ㄱ 계 6:12~17.
11ㄱ 계 14:3~5.

ㄴ 안내대제사.
ㄷ 교성 76:51~70. 

안내장자.
12ㄱ 계 8:2.

ㄴ 창 2:1~3; 
출 20:11; 31:12~17; 
모사 13:16~19; 
모세 3:1~3; 
아브 5:1~3.

ㄷ 창 2:7.

ㄹ 교성 88:17~20.
ㅁ 안내예수 그리스도－

심판자.
ㅂ 안내구속하다,

구속받은, 구속.
14ㄱ 겔 2:9~10; 3:1~4; 

계 10:10.



니, 곧 그가 이스라엘 지파들을 ㄴ집
합시켜야 하는 사명과 의식이니라.
보라, 이는 일라이어스니, 기록된 바
와 같이 반드시 와서 모든 것을 ㄷ회
복할자니라.

15 문.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ㄱ증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

나이까?
답. 그들은 ㄴ마지막 날에 ㄷ회복의

때에 ㄹ유대나라에일으켜세움을받
아, 유대인들이집합하고그들의 ㅁ조
상들의 땅에 예루살렘 성을 세운 후
에 유대인들에게 예언할 두 선지자
니라.

176교리와 성약 77:15~78:3

14ㄴ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집합.

ㄷ 마 17:11.
15ㄱ 계 11:1~14.

ㄴ 안내마지막 날, 후일.
ㄷ 안내복음의 회복.

ㄹ 안내유대인.
ㅁ 암 9:14~15.

78 1ㄱ 안내멜기세덱 신권.
2ㄱ 안내성임하다, 성임.
ㄴ 안내권고.

3ㄱ 교성 57:1~2.

ㄴ 교성 42:30~31. 
안내복지.

나님이이르노니, 나의교회의 ㄱ대신
권에 성임되어 함께 모인 자들아, 내
말을들으라.

2 그리고 높은 곳에서 너희를 ㄱ성
임하였고, 너희가 내 앞에 제출한 그
일로 너희에게 구원이 이르게 하려
고 너희 귀에 지혜의 말씀을 말할 자
의ㄴ권고에귀를기울이라.

3 대저진실로내가너희에게이르
노니, 때가 이르렀고 이제 가까이 왔
나니, 보라, 또 바라보라, 이 곳과
ㄱ시온의 땅에 있는 나의 백성의 ㄴ가

1~4, 성도들은 조직을 갖추고 창고
를 세워야 함. 5~12, 그들의 재산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일은 구원으로
이끌 것임. 13~14, 교회는 세상 권력
에서 독립되어야 함. 15~16, 미가엘
(아담)은 거룩하신 이(그리스도)의
지시 아래 일함. 17~22, 충실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만물을 상속할
것이기때문임.

주께서조셉스미스이세에게말
씀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

제 78 편

1832년 3월 오하이오 주 하이럼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시
(교회사 1:255~257). 이 제도는 가난한 자를 위한 창고를 세울 목적으로 주께
서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것이다. 주께서 계시 중에 열거하시는 개인의 신원
이 세상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
편과 이어지는 몇몇 편의 계시를 출간함에 있어 형제들은 자기 본명이 아닌
다른이름으로언급되었었다. 개인의이름이알려지지않도록할필요성이없
어진 후로는 그들의 실제 이름을 괄호 안에 넣었다. 오늘날에는 가명을 계속
사용할절대적인필요성이없어졌으므로이곳에서는이제원래의원고에주
어진대로본명만을사용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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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한 자를 위한 ㄷ창고의 업무를 조
정하고 확립하기 위하여 나의 백성
의 ㄹ조직이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
가있느니라－

4 이는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또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광
을 위하여 너희가 받아들인 대업을
추진시키기 위해 나의 교회를 위한
영구적이고도영원한기구와제도를
삼기위한것이니,

5 이는 너희가 하늘의 것을 얻도
록, 하늘의 일에 관한 계약뿐 아니라
또한 땅의 일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
도ㄱ평등하게되게하려함이니라.

6 이는 만일 너희가 땅의 일에 있
어서 평등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일
을 얻음에 있어서도 평등할 수 없음
이니라.

7 이는 만일 너희가 ㄱ해의 영광의
세계에서 한 처소를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바랄진대, 너희는 내가 너희
에게 명하고 너희에게 요구한 일을
ㄴ행함으로써너희스스로 ㄷ준비해야
만함이니라.

8 그리고이제진실로이같이주가
이르노니, 이 ㄱ교단 안에서 함께 연
합한 너희에 의하여 모든 일이 나의
ㄴ영광을 위하여 수행됨이 바람직하
도다.

9 또는 다른 말로 하건대, 나의 종

뉴얼 케이 휘트니와 나의 종 조셉 스
미스 이세와 나의 종 시드니 리그돈
은 시온에 있는 성도와 함께 평의회
를가질지어다.

10 그렇지 아니하면 ㄱ사탄이 그들
의 마음을 진리에서 돌이켜 떠나가
게 하려고 애쓰는지라, 그들의 눈이
멀게 되어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일
들을깨닫지못하게되느니라.

11 그런즉 내가 한 가지 명령을 너
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깨뜨릴 수 없
는계약곧영원한 ㄱ성약으로써너희
스스로를준비하며조직을갖추라.

12 그리고 이를 깨뜨리는 자는 교
회 안에서 자기의 직분과 직위를 상
실할 것이요, 구속의 날까지 사탄의
ㄱ매질에넘겨지리라.

13 보라, 이는 내가 너희를 준비시
키는 준비요 기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본이니, 이로써 너희가 너희에
게 주어진 계명을 성취할 수 있게 하
려는것이니라.

14 그리하여너희위에내릴 ㄱ환난
에도 불구하고 나의 섭리를 통하여
교회가 해의 영광의 세계 아래에 있
는 다른 모든 피조물 위에 자립할 수
있게하려함이요,

15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ㄱ면류관에 이르고 많은 왕국을 다스
리는 ㄴ통치자가되게하려함이니라.

3ㄷ 교성 72:9~10; 83:5~6.
ㄹ 교성 82:11~12, 15~21.

5ㄱ 교성 49:20. 
안내헌납하다, 
헌납의 법.

7ㄱ 안내해의 영광.
ㄴ 교성 82:10.

ㄷ 교성 29:8; 132:3.
8ㄱ 교성 92:1.
ㄴ 모세 1:39.

10ㄱ 안내악마.
11ㄱ 안내성약.
12ㄱ 고전 5:5; 

교성 82:21; 104:8~10.

14ㄱ 교성 58:2~4.
15ㄱ 안내면류관; 승영.

ㄴ 계 5:10; 
교성 76:56~60; 132:19.



ㄷ아담-온다이-아만의 기초를 세운
시온의 거룩한 자, 주 하나님이 이르
노라.

16 그는 ㄱ미가엘을너희왕자로정
하고, 그의 발을 굳게 세우고, 그를
높은 곳에 두고, 시작한 날이나 생명
의 끝이 없는 거룩하신 이의 권고와
지시 아래 구원의 열쇠들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17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어린아이들이라.
아버지께서 자기 손에 가지고 계시
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직은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고,

18 지금은너희가모든것을 ㄱ감당
할 수 없도다. 그러할지라도, 담대하
라. 이는내가너희를 ㄴ인도하겠음이

라. 왕국은너희의것이요, 왕국의축
복도 너희 것이요, ㄷ영원한 부도 너
희것이니라.

19 또모든것을 ㄱ감사함으로받는
자는 영화롭게 될 것이요, 이 지상의
것들이그에게더하여지리니, ㄴ백배
참으로그이상더하여지리라.

20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일
들을행하라. 너희구속주, 곧너희를
ㄱ데려가기 전에 모든 것을 예비하는
아들ㄴ아만이이르노라.

21 이는 너희가 ㄱ장자의 교회인지
라, 그가 너희를 구름 가운데로 ㄴ데
리고 올라갈 것이요, 각 사람에게 그
의분깃을정하여줄것임이니라.

22 그리고 충실하고 ㄱ지혜로운
ㄴ청지기는 ㄷ모든 것을 상속하리라.
아멘.

178교리와 성약 78:16~79:2

15ㄷ 안내아담-온다이-아만.
16ㄱ 교성 27:11; 107:54~55.

안내아담.
18ㄱ 요 16:12; 

3니 17:2~3; 
교성 50:40.

ㄴ 교성 112:10.
ㄷ 안내영생.

19ㄱ 모사 2:20~21. 
안내감사한, 감사,
감사드림.

ㄴ 마 19:29.
20ㄱ 살전 4:17.

ㄴ 교성 95:17.
21ㄱ 교성 76:53~54.

ㄴ 교성 88:96~98.

22ㄱ 교성 72:3~4.
ㄴ 안내청지기, 청지기

직분.
ㄷ 교성 84:38.

79 1ㄱ 교성 52:38. 
안내성임하다, 성임.

2ㄱ 요 14:26. 
안내보혜사.

그ㄱ성임의권능으로이곳에서저곳
으로, 이도시에서저도시로다니며,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영원한 복음
을선포하는것이나의뜻이니라.

2 그리하면 내가 그에게 ㄱ보혜사
를 보내리니, 보혜사는 그에게 진리

1~4, 제이레드카터는보혜사로인하
여복음을전파하도록부름을받음.

진실로내가너희에게이르노니,
나의 종 제이레드 카터가 또다

시 동쪽 나라로 가서 그가 성임 받은

제 79 편

1832년 3월 오하이오 주 하이럼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시
(교회사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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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그가가야할길을가르쳐주리라.
3 그리고 그가 충실한 만큼, 나는

그에게 또다시 곡식 단으로 면류관
을씌우리라.

1~5, 스티븐 버넷과 이든 스미스는
어디든지 그들이 택하는 곳에서 전
도하도록부름을받음.

진실로이같이 주가 너, 나의 종
스티븐 버넷에게 이르노니, 너

는가라. 세상에가서네음성을듣게
되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ㄱ전파
하라.

2 그리고네가동반자를원하는만
큼 나는 나의 종 이든 스미스를 네게

주리라.
3 그런즉 너희는 북쪽으로나 남쪽

으로, 동쪽으로나 서쪽으로 상관이
없나니, 가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는너희가그릇갈수없음이니라.

4 그러므로 너희가 들었고 진실로
믿으며 참된 줄 ㄱ아는 일들을 선포
하라.

5 보라, 이것이너희를 ㄱ부르신이,
너희 구속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뜻
이니라. 아멘.

4 그런즉나의종제이레드카터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ㄱ두려워 말라.
네 주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노라.
아멘.

4ㄱ 교성 68:5~6.
80 1ㄱ 막 16:15.
4ㄱ 안내간증.
5ㄱ 안내부르다,

하나님에게서 부름
받은, 부름.

제 80 편

1832년3월오하이오주하이럼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를통해주신계시(교
회사1:257).

제 81 편

1832년 3월 오하이오 주 하이럼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시
(교회사1:257~258). 프레드릭지윌리엄스는대제사로그리고대신권회장단
의 보좌로 부름을 받았다. 역사 기록을 보면 1832년 3월 이 계시를 받았을 때
제일회장단의 조셉 스미스의 보좌직으로는 제시 고즈를 부르신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가 이 임명에 계속하여 합당하게 행하지 못함에 따라 그 부름
은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에게로 넘어갔다. 이 계시(1832년 3월자)는 특별히
제일회장단의 보좌직을 부르고 이 임명의 존엄성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공식
적인 제일회장단 조직을 향한 한 단계로 보아야 한다. 고즈 형제는 잠시 동안
봉사하였으나1832년 12월교회로부터파문당하였다. 윌리엄스형제는1833
년3월18일전술한직분에성임되었다.



제 82 편

1832년4월26일미주리주잭슨군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에게주신계시(교
회사1:267~269). 이계시를받은것은선지자조셉스미스가대신권의회장으
로지지받은교회의총평의회때였다. 그는1832년1월25일오하이오주앰허
스트에서 개최된 대제사와 장로와 회원의 대회에서 이미 이 직책에 성임되었
다(75편머리말참조). 이전에는이계시를출판함에있어서거명된인물의신
원을비밀로하기위하여특이한이름이사용되었다(78편머리말참조).

떨침. 8~13, 주께서는그가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행할 때 책임을 지심.

1~4, 많이 주어진 자에게는 많이 요
구됨. 5~7, 어둠이 세상에서 세력을

1~2, 왕국의 열쇠는 제일회장단이
항상 가지고 있음. 3~7,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가 이 성역에 충실하면 영
생을얻을것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 나의 종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에게 이

르노니, 말하는 이의 음성에, 주 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네
가부름받는그부르심곧내교회의
ㄱ대제사가되고나의종조셉스미스
이세의 보좌가 되는 그 부르심을 유
의하여들으라.

2 그에게 나는 ㄱ왕국의 열쇠들을
주었나니 이것은 대신권의 ㄴ회장단
에게항상속하여있는것이니라.

3 그러므로진실로나는그를승인
하고 있으며 또 그를 축복할 것이요,
내가 네게 지명한 직분의 권면의 일
에, 소리를 내거나 네 마음속으로나

공적으로나사적으로항상기도하는
일에, 또한산자의땅에서그리고너
의 형제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하는
네 성역에 네가 충실한 만큼 너를 또
한축복하리라.

4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행함으로
써너는네이웃에게가장큰선을베
풀게 될 것이요, 네 주되는 이의 ㄱ영
광을증진시키게되리라.

5 그런즉 충실하라. 내가 너를 임
명한 그 직분을 수행하라. 약한 자를
ㄱ도우라.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ㄴ연약한무릎을ㄷ강건하게하라.

6 그리고만일네가끝까지충실하
면, 내가내아버지집에마련해놓은
ㄱ거처에서 너는 ㄴ불멸과 ㄷ영생의 면
류관을쓰게되리라.

7 보라, 또 바라보라, 이는 알파와
오메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니
라. 아멘.

180교리와 성약 81:1~7

81 1ㄱ 안내대제사.
2ㄱ 안내열쇠, 신권의.
ㄴ 교성 107:8~9, 22. 

안내제일회장단.
4ㄱ 모세 1:39.
5ㄱ 모사 4:15~16.

ㄴ 사 35:3.
ㄷ 교성 108:7.

6ㄱ 요 14:2~3; 
교성 59:2; 106:8.

ㄴ 안내불멸의, 불멸.
ㄷ 안내영생; 승영.



181 교리와 성약 82:1~11

82 1ㄱ 마 6:14~15; 
교성 64:9~11.

2ㄱ 롬 3:23.
3ㄱ 눅 12:48; 약 4:17. 

안내책임을 지다,
책임질 수 있는, 책임질
수 있음.

ㄴ 안내청지기, 
청지기 직분.

ㄷ 요 15:22~24. 

안내빛, 그리스도의 빛.
ㄹ 안내배도; 죄.

4ㄱ 안내계시.
ㄴ 안내공의.

5ㄱ 안내살펴보다, 파수꾼.
ㄴ 안내악마.
ㄷ 안내어둠, 영적.

6ㄱ 롬 3:12; 교성 1:16.
7ㄱ 안내죄.
ㄴ 교성 1:32~33; 58:43.

8ㄱ 요 13:34.
9ㄱ 교성 43:8.

10ㄱ 수 23:14; 왕상 8:23;
교성 1:38; 130:20~21.
안내축복하다, 축복
받은, 축복; 순종,
순종하는, 순종하다.

의 영토를 넓히며 ㄷ어둠이 세력을
떨침이라.

6 또하나님의분노가땅의주민을
향하여 불붙으시고 선을 행하는 자
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모든 자가
ㄱ길에서벗어났음이니라.

7 그리고이제진실로내가너희에
게 이르노니, 나 주는 너희에게 아무
ㄱ죄도지우지아니하리니, 너희길을
가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
나죄를범하는그영혼에게는 ㄴ이전
의 죄도 돌아오리라. 주 너희 하나님
이이르노라.

8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ㄱ새 계
명을 주어 너희로 너희에 대한 나의
뜻을이해하게하려하노라.

9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내
앞에서 어떻게 ㄱ행동해야 할지에 대
한 지침을 너희에게 주어 그것이 너
희에게 돌이켜 너희 구원이 되게 하
려하노라.

10 나 주는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
가 행할 때에는 내 말을 ㄱ지킬 수밖
에 없으나,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아무
약속도받지못하느니라.

11 그러므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

14~18, 시온은아름다움과거룩함이
더해져야 함. 19~24, 모든 사람은 자
기이웃의이익을구해야함.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 나의
종들에게이르노니, 너희가너

희허물을서로용서한만큼, 그와같
이나주도너희를ㄱ용서하노라.

2 그러나 너희 가운데 심히 죄를
범한 자들이 있나니, 그러하도다, 참
으로 ㄱ너희모두가죄를범하였도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엄한심판이너희머리위에내
리지 않도록 이제부터 조심하며 죄
를삼가라.

3 무릇 ㄱ많이 주어진 자에게는 많
이 ㄴ요구되나니, 더 큰 ㄷ빛을 거스려
ㄹ죄를 범하는 자는 더 큰 정죄를 받
으리라.

4 너희가 내 이름을 불러 ㄱ계시를
구하니 내가 계시를 너희에게 주거
니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만큼 너희는 범법
자가 되나니, ㄴ공의와 심판은 나의
율법에부가된형벌이니라.

5 그러므로 내가 한 사람에게 말
하는 것은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니
라. ㄱ깨어 있으라. 이는 ㄴ대적이 그



게 이르노니, 나의 종 에드워드 파트
리지와 뉴얼 케이 휘트니, 에이 시드
니 길버트와 시드니 리그돈 그리고
나의 종 조셉 스미스 그리고 존 휘트
머와 올리버 카우드리 그리고 윌리
엄 더블류 펠프스와 마틴 해리스는
너희 각자의 청지기 직분에 있어서
범법으로 인하여 깨뜨려질 경우 심
판이 즉시 뒤따를 계약과 성약으로
ㄱ함께결속됨이필요하나니－

12 이는 가난한 자에 관한 일과 시
온 땅에서와 커틀랜드 땅 양쪽에서
감독직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처리
하기위한것이니라.

13 이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또 시온을
위한 스테이크가 되도록 내가 정한
때에 ㄱ커틀랜드 땅을 성별하였음이
니라.

14 무릇 ㄱ시온은 아름다움과 거룩
함이 더해져야 하며, 그 경계가 넓어
져야 하고, 그 스테이크가 강화되어
야 하나니, 그러하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온은 반드시
일어나그 ㄴ아름다운옷을입어야하
느니라.

1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 계
명을 주노니, 곧 이 성약으로 너희는
스스로를 결속하라. 그리고 이 일은
주의 율법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느

니라.
16 보라, 여기 내 안에 또한 너희

유익을위한지혜가있느니라.
17 그리고 너희는 ㄱ평등해야 하나

니,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재산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하느니
라. 이는 너희 청지기 직분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니, 그 부족함이
정당한 만큼 각 사람으로 하여금 부
족과 필요에 따라 받게 하려는 것이
니라.

18 이 모든 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
의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 그리
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ㄱ달란트를늘리게하려함이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달란트를 얻
게하려함이니, 참으로백배나얻게
하여 주의 ㄴ창고에 넣어, 온 교회의
공유재산이되게하려는것이요－

19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이웃의 이
익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
념하여 구하는 순전한 ㄱ눈으로 모든
일을행하게하려는것이니라.

20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한, 이 ㄱ교단을 내가 너희와 너희 계
승자에게 영원한 제도가 되도록 정
하였느니라.

21 그리고 이 성약을 거스려 죄를
범하고 이에 대하여 자기 마음을 완
악하게 하는 영혼은 나의 교회의 율

182교리와 성약 82:12~21

11ㄱ 교성 78:3~7, 11~15.
13ㄱ 사 33:20; 54:2. 

안내스테이크.
14ㄱ 안내시온.

ㄴ 사 52:1; 
교성 113:7~8.

17ㄱ 교성 51:3. 

안내헌납하다, 
헌납의 법.

18ㄱ 마 25:14~30; 
교성 60:13. 
안내은사; 은사, 영의.

ㄴ 교성 42:30~34, 55;
119:1~3. 

안내창고.
19ㄱ 교성 88:67. 

안내눈.
20ㄱ 안내협동교단.



183 교리와 성약 82:22~83:6

법에 따라 처리될지니, 구속의 날까
지사탄의ㄱ매질에넘기우리라.

22 그리고이제진실로내가너희에
게 이르거니와, 이것이 지혜니, 불의
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들이너희를멸하지아니하리라.

23 심판은내게맡겨두라. 이는심
판이나의것이요내가 ㄱ갚을것임이

1~4, 여자와 자녀들은 자기들의 남
편과 부친에게 부양을 요구할 권리
가 있음. 5~6, 과부와 고아는 교회에
부양을요구할권리가있음.

교회에 속한 자로서 자기 남편
또는 부친을 ㄱ여읜 여자와 자

녀들에 관한 교회의 율법에 덧붙여
진실로이같이주가이르노라.

2 여자는자기남편이데려감을입
기까지 자신의 생계 유지를 자신의
남편에게 ㄱ요구할권리가있나니, 만
일 그들에게 범법이 발견되지 아니
하면, 그들은 교회 안에서 회원의 자
격이있을것이니라.

3 그리고만일그들이충실하지아

니하면, 교회 안에서 회원의 자격이
없을 것이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
은그땅의법에따라그들기업의땅
에머물수있느니라.

4 모든 ㄱ자녀는 그들이 장성하기
까지 그들 생계 유지를 자기 부모에
게요구할권리가있느니라.

5 그리고 그 후에 만일 그들의 부
모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을 가
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들은 교회에,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주의 ㄱ창고에
요구할권리가있느니라.

6 그리고창고는교회의헌물로유
지되어야하나니, ㄱ과부와고아는부
양을받아야하며 ㄴ가난한자도또한
그러하니라. 아멘.

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의 축복이 계속하여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24 무릇 굳게 서 있어 넘어지지 아
니하면 ㄱ왕국은여전히너희것이요,
영원히 너희 것이 되리라. 참으로 그
러하리라. 아멘.

21ㄱ 교성 104:8~10.
23ㄱ 롬 12:19; 

몰 3:15.
24ㄱ 눅 12:32; 

교성 64:3~5. 
안내하나님의 왕국
또는 천국.

83 1ㄱ 약 1:27.
2ㄱ 딤전 5:8.
4ㄱ 모사 4:14.
5ㄱ 교성 78:3. 

안내창고.
6ㄱ 안내과부.
ㄴ 모사 4:16~26; 

힐 4:11~13; 
교성 42:30~39. 
안내가난한 자.

제 83 편

1832년 4월 30일미주리주인디펜던스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를통하여주
신 계시(교회사 1:269~270). 이 계시는 선지자가 형제들과 함께 평의회에 앉
아있을때받은것이다.



1~5, 새 예루살렘과 성전이 미주리
에 세워질 것임. 6~17, 모세로부터
아담에 이르는 신권의 계보가 주어
짐. 18~25, 대신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열쇠를 지니고 있음. 26~32,
소신권은 천사의 성역과 예비적 복
음의 열쇠를 지니고 있음. 33~44, 사
람은 신권의 맹세와 성약을 통하여
영생을 얻음. 45~53, 그리스도의 영
은사람을깨닫게하며, 세상은죄가
운데 놓여 있음. 54~61, 성도는 자기
들이 받은 것에 대해 증거 해야 함.
62~76, 그들은 복음을 전파해야 하
며 그리하면 표적이 따를 것임.
77~91, 장로들은 전대나 주머니 없
이 나아가야 함, 그리하면 주께서 그
들의 필요사항을 돌보아 주실 것임.
92~97, 역병과 저주가 복음을 거절
한 자들을 기다림. 98~102, 시온의
구속에 대한 새 노래가 주어짐.
103~110,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신
의 직분을 수행해야 하며 자신의 부
름에 따라 일해야 함. 111~120, 주의
종들은 마지막 날의 멸망의 가증한

것을선포해야함.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 그의
종 조셉 스미스 이세와 여섯

장로가 그들의 마음을 합하여 그들
의 목소리를 높은 곳에 ㄱ올렸을 때
그들에게준것이니라.

2 그러하도다. 주가 그의 ㄱ선지자
들의 입을 빌어 말한 것같이 그의 백
성을 ㄴ회복하기 위하여, 또 ㄷ새 예루
살렘 성이 될 ㄹ시온 산 위에 서도록
그의 ㅁ성도를 모으기 위하여 마지막
날에 세워진 그의 교회에 관한 주의
말씀이니라.

3 그 성은 주의 손가락으로 지정된
ㄱ성전 부지에서 시작되어 미주리 주
의 서쪽 경계에 건설될 것이요, 조셉
스미스이세와주가기쁘게여기는다
른사람들의손으로헌납되었느니라.

4 진실로 주의 말씀은 이러하니,
곧 ㄱ새예루살렘성은이장소곧 ㄴ성
전의 장소에서 시작되어, 성도들이
집합함으로써 건설되어야 하나니,
이 성전은 이 세대 동안에 세워질 것

184교리와 성약 84:1~4

84 1ㄱ 안내기도.
2ㄱ 행 3:19~21.
ㄴ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집합.
ㄷ 이더 13:2~11; 

교성 42:8~9; 45:66~67;

신개 1:10. 
안내새 예루살렘.

ㄹ 사 2:2~5; 
히 12:22; 계 14:1; 
교성 76:66; 84:32;
133:18, 56.

ㅁ 안내성도.
3ㄱ 교성 57:3.
4ㄱ 안내새 예루살렘.
ㄴ 안내성전, 주의 집.

제 84 편

1832년 9월 22일과23일오하이오주커틀랜드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를통
하여주신계시(교회사1:286~295). 9월중에장로들은동부여러주에서의사
명을 마치고 돌아와 그들이 일한 것에 대한 보고를 하기 시작하였다. 다음의
말씀을 받은 것은 그들이 이 기쁨의 시기에 함께 모였을 때였다. 선지자는 이
계시를신권에관한계시라고지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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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라.
5 진실로 이 세대는 주를 위하여

한 집이 건축되어 구름이 그 위에 머
물 때까지 지나가지 아니하리니, 그
구름은 곧 주의 ㄱ영광이라, 그 집을
가득채우리라.

6 그리고모세의아들들은성신권
을 좇았나니, 모세는 그의 장인 ㄱ이
드로의ㄴ손으로성신권을받았고,

7 이드로는갈렙의손으로이를받
았고,

8 갈렙은엘리후의손으로이를받
았고,

9 엘리후는예레미의손으로,
10 그리고예레미는갓의손으로,
11 그리고 갓은 이사이어스의 손

으로,
12 그리고 이사이어스는 하나님의

손으로이를받았느니라.
13 이사이어스는 또한 아브라함의

시대에 살았고 그에게서 축복을 받
았나니－

14 이 ㄱ아브라함은 ㄴ멜기세덱에게
서 신권을 받았고, 멜기세덱은 자기
조상의 혈통을 통하여 신권을 받았
으니곧 ㄷ노아까지그러하며,

15 그리고 노아로부터 ㄱ에녹까지
도 그들의 조상의 혈통을 통하여 받
았고,

16 그리고 에녹으로부터 자기 형
의 ㄱ음모로 피살된 ㄴ아벨까지도 그
러하며, 아벨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첫사람인그의부친 ㄷ아담의손으로
신권을ㄹ받았나니－

17 이 ㄱ신권은 모든 세대에 걸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어져 오나니,
시작하는 날도 없고 끝나는 해도 없
느니라.

18 그리고주는또한 ㄱ아론과그의
후손에게 그들의 모든 세대에 걸쳐
한 ㄴ신권을 확인해 주었나니, 이 신
권 또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반차
를 좇는 그 신권과 함께 영원토록 계
속되며ㄷ머물러있느니라.

19 이 대신권은 복음을 베풀며, 왕
국의 ㄱ비밀의열쇠곧하나님에대한
ㄴ지식의열쇠를지니느니라.

20 그러므로 그것의 ㄱ의식으로 경
건의능력이나타나느니라.

21 그리고 그것의 의식과 그 신권
의 ㄱ권세없이는경건의능력은육체
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아니하
나니,

22 무릇이것없이는어떠한 ㄱ사람
도 하나님 곧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살수없음이니라.

23 이제이를 ㄱ모세는광야에서이
스라엘자손들에게명백하게가르쳤

5ㄱ 교성 45:67; 64:41~43;
97:15~20; 109:12, 37.

6ㄱ 안내이드로.
ㄴ 안내손, 안수.

14ㄱ 안내아브라함.
ㄴ 안내멜기세덱.
ㄷ 안내노아, 성경의 족장.

15ㄱ 안내에녹.
16ㄱ 모세 5:29~32.

ㄴ 안내아벨.
ㄷ 안내아담.
ㄹ 교성 107:40~57.

17ㄱ 앨 13:1~19; 
아브 2:9, 11. 
안내멜기세덱 신권.

18ㄱ 안내아론, 모세의 형제.
ㄴ 안내아론 신권.
ㄷ 교성 13:1.

19ㄱ 교성 63:23; 107:18~19.
안내하나님의 비밀.

ㄴ 아브 1:2.
20ㄱ 안내의식.
21ㄱ 안내권세; 신권.
22ㄱ 교성 67:11.
23ㄱ 출 19:5~11; 33:11.



고자기백성을 ㄴ성결하게하여그들
로하나님의얼굴을 ㄷ보게하려고부
지런히힘썼으나,

24 그들은그마음을 ㄱ완악하게하
여 그의 임재하심을 감당할 수 없었
으니, 그러므로 그의 분노가 그들을
향하여 불붙은지라 주가 ㄴ진노 가운
데 맹세하기를, 광야에 있는 동안 그
들은 그의 안식에 ㄷ들어올 수 없다
하였나니, 이 안식은 그의 영광의 충
만함이니라.

25 그러므로그가 ㄱ모세를그들가
운데서데려갔고, ㄴ성신권도또한그
리하였느니라.

26 그리고 소 ㄱ신권은 계속 유지
되었으니, 이 신권은 천사의 ㄴ성역
과 예비적 복음의 ㄷ열쇠를 지니고
있느니라.

27 이 복음은 ㄱ회개와 ㄴ침례 그리
고 ㄷ죄 사함의 복음이요 ㄹ육신에 속
한 계명의 ㅁ율법이니, 이는 주가 그
진노 가운데 ㅂ요한에 이르기까지 이
스라엘 자손 가운데 아론의 집과 함
께이어져오게하신것이라, 이요한
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자요, 그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신의 ㅅ충만함
을입은자니라.

28 이는 그가 아직 어릴 적에 침례
를 받았고, 유대인의 왕국을 넘어뜨
리며, 주의 백성 앞에서 주의 길을
ㄱ곧게하며, 그손에 ㄴ모든권능이주
어진 주의 오심을 위해 그들을 예비
하도록 난 지 여드레 만에 하나님의
천사에 의하여 이 권능에 성임되었
음이니라.

29 그리고 또, 장로와 감독의 직분
은 대신권에 속한 필요불가결한 ㄱ부
속직분이니라.

30 그리고 또, 교사와 집사의 직분
은 소신권에 속한 필요불가결한 부
속 직분이니, 이 신권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확인된것이니라.

31 그러므로 모세의 아들들에 관
하여 내가 이른 것같이－이는 모세
의 아들들과 아론의 아들들이 주의
전에서 받으실 만한 ㄱ제물과 희생을
바칠 것임이니, 이 전은 내가 지정한
대로 헌납된 ㄴ지점 위에 이 세대 동
안에주를위해건축될것이니라－

32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
은 ㄱ시온 산 위에 주의 전 안에서 주
의 ㄴ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리니, 이
아들들은 바로 너희요, 또한 내 ㄷ교
회를 세우도록 내가 불러 파송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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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ㄴ 안내성결하게 됨.
ㄷ 출 24:9~11; 교성 93:1.

24ㄱ 출 20:18~21; 32:8; 
신 9:23; 
니전 17:30~31, 42.

ㄴ 시 95:8; 히 3:8~11; 
야곱 1:7~8; 
앨 12:36.

ㄷ 조성,출 34:1~2; 
민 14:23; 히 4:1~11.

25ㄱ 신 34:1~5.
ㄴ 안내멜기세덱 신권.

26ㄱ 안내아론 신권.
ㄴ 교성 107:20.
ㄷ 교성 13:1.

27ㄱ 안내회개하다, 회개.
ㄴ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
ㄷ 안내죄 사함.
ㄹ 히 7:11~16.
ㅁ 안내모세의 율법.
ㅂ 안내침례 요한.
ㅅ 눅 1:15.

28ㄱ 사 40:3; 마 3:1~3; 
요 1:23.

ㄴ 마 28:18; 요 17:2; 
벧전 3:22; 
교성 93:16~17.

29ㄱ 교성 107:5.
31ㄱ 교성 128:24.

ㄴ 교성 57:3.
32ㄱ 히 12:22; 

교성 76:66; 84:2;
133:56.

ㄴ 안내영광.
ㄷ 안내예수 그리스도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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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자들이니라.
33 이는 누구든지 ㄱ충실하여 내가

말한 이 두 ㄴ신권을 얻고 자기의 부
름을영화롭게하는자는영으로 ㄷ성
결하게되어몸이새로워짐이라.

34 그들은모세와아론의아들들이
되고, ㄱ아브라함의ㄴ씨와교회와왕국
과하나님의ㄷ택함받은자가되리라.

35 그리고 또한 이 신권을 받아들
이는 자는 모두 나를 받아들이는 것
이니라. 주가이르노라.

36 무릇 나의 종을 받아들이는 자
는나를ㄱ받아들이는것이요,

37 나를 ㄱ받아들이는자는나의아
버지를받아들이는것이요,

38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
는 나의 아버지의 왕국을 받아들이
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
서가지신 ㄱ모든것이그에게주어지
리라.

39 그리고이것은신권에속한 ㄱ맹
세와성약에따르는것이니라.

40 그러므로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모두 내 아버지의 이 맹세와
성약을 받아들이는 것이니, 이를 그
가 깨뜨리실 수 없고 또 이는 옮겨질
수도없는것이니라.

41 그러나 누구든지 이 성약을 받
아들인 후에 ㄱ깨뜨리고 이것에서 완
전히 돌이키는 자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세상에서도죄사함을 ㄴ받지못
하리라.

42 그리고 너희가 받은 이 신권에
나아오지 아니하는 자 모두에게 화
있을지어다. 이제 나는 하늘에서 말
하는 나의 음성으로써 오늘 참석한
너희에게 이 신권을 확인하거니와,
참으로 나는 천군과 나의 ㄱ천사들에
게너희에관한책무를주었느니라.

43 그리고 나는 이제 너희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노니, 너희 스스로에
관하여, 그리고 영생의 말씀에 부지
런히ㄱ주의를기울이도록조심하라.

44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ㄱ살아야 함이
니라.

45 이는 주의 ㄱ말씀은 진리이며,
무엇이든지 ㄴ진리인것은빛이요, 무
엇이든지 빛인 것은 영 곧 예수 그리
스도의영인까닭이니라.

46 그리고 영은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ㄱ빛을주나니, 영은세상어
느 곳에서나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
이는ㄴ모든사람을깨닫게하느니라.

33ㄱ 안내합당, 합당한.
ㄴ 안내신권.
ㄷ 안내성결하게 됨.

34ㄱ 교성 132:30~32. 
안내아브라함의 성약.

ㄴ 갈 3:29; 
아브 2:9~11. 
안내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후손.

ㄷ 안내택하신 자.
36ㄱ 마 10:40~42; 눅 10:16;

교성 112:20.
37ㄱ 요 13:20.
38ㄱ 눅 12:43~44; 롬 8:32;

계 21:7; 3니 28:10;
교성 132:18~20. 
안내승영.

39ㄱ 안내신권의 맹세와
성약.

41ㄱ 안내배도.
ㄴ 교성 76:34~38; 132:27.

42ㄱ 교성 84:88.

43ㄱ 니전 15:23~25; 
교성 1:14.

44ㄱ 신 8:3; 마 4:4; 
교성 98:11.

45ㄱ 시 33:4. 
안내하나님의 말씀.

ㄴ 안내진리.
46ㄱ 안내양심; 빛,

그리스도의 빛.
ㄴ 요 1:9; 교성 93:2.



47 그리고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
이는 사람마다 하나님 곧 아버지께
로나아오느니라.

48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새롭게 하사 너희에게 확인하여 주
신 ㄱ성약에 대하여 그에게 ㄴ가르치
시나니, 그 성약은 너희를 위하여 너
희에게 확인되었거니와, 너희를 위
해서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서
도확인되었느니라.

49 그리고 온 ㄱ세상은 죄 가운데
놓여 있어 ㄴ어둠 아래 그리고 죄의
속박아래신음하고있느니라.

50 그리고 그들이 내게로 나아오
지 아니하므로 이로써 너희는 그들
이 ㄱ죄의 ㄴ속박아래있음을알수있
느니라.

51 이는 누구든지 내게로 오지 아
니하는 자는 죄의 속박 아래 있음이
니라.

52 그리고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ㄱ나의 음
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며, 따라서
나의것이아니니라.

53 그리고 이로써 너희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수 있으며, 지금도 온
ㄱ세상이 ㄴ죄와 어둠 아래 ㄷ신음하고
있음을알수있느니라.

54 그리고 과거에는 너희 마음이

ㄱ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너
희가 받은 것을 가벼이 다루었음으
로말미암아어두워졌나니－

55 이 ㄱ허영과 믿지 않음은 온 교
회로 하여금 정죄 아래 놓이게 하였
느니라.

56 그리고 이 정죄는 시온의 자녀
곧모든자위에머물러있느니라.

57 그리고그들이회개하고새 ㄱ성
약 곧 ㄴ몰몬경과 내가 그들에게 준
ㄷ이전의 계명들을 기억하여 말로써
만이 아니라 내가 기록한 것에 따라
ㄹ행하기까지그들은이정죄아래머
물러있으리니－

58 이는 그들로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함
이라. 그렇지 아니하면, 시온의 자녀
위에 쏟아질 징계와 심판이 여전히
머물러있느니라.

59 무릇 왕국의 자녀들이 나의 거
룩한 땅을 더럽히랴? 진실로 내가 너
희에게이르노니, 그럴수없느니라.

60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나의 ㄱ말
곧 내 음성을 지금 듣는 너희에게 이
르노니, 너희가 이러한 것을 받아들
이는만큼, 너희에게복이있도다.

61 이는 내가 이 계명을 주면서 너
희 죄를 ㄱ용서할 것임이니－곧 너희
에게 전하여 준 그 일들을 온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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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ㄱ 안내성약;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ㄴ 안내영감, 영감을 주다.
49ㄱ 요1 5:19.

ㄴ 안내어둠, 영적.
50ㄱ 안내죄.

ㄴ 갈 4:9.
52ㄱ 요 10:27.

53ㄱ 안내세상.
ㄴ 안내세상적인 것.
ㄷ 롬 8:22; 모세 7:48.

54ㄱ 안내믿지 않음.
55ㄱ 안내헛된, 헛된 것.
57ㄱ 렘 31:31~34.

ㄴ 안내몰몬경.
ㄷ 니전 13:40~41.

ㄹ 약 1:22~25; 
교성 42:13~15.

60ㄱ 교성 18:34~36.
61ㄱ 단 9:9. 

안내용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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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할때에너희마음에 ㄴ엄숙함과
기도의 영이 굳건히 머물러 있게 하
라는것이니라.

62 그러므로너희는온세상에 ㄱ나
아가라. 그리고 어디든지 너희가 갈
수 없는 곳에는 너희가 증언을 보낼
지니, 그리하여 증언이 너희에게서
온 세상에 나아가 만민에게 이르게
하라.

63 그리고 내가 나의 사도들에게
이른 것같이, 그와 같이 내가 너희에
게 이르노니, 이는 너희가 나의 ㄱ사
도 곧 하나님의 대제사인 까닭이라.
너희는내아버지께서내게 ㄴ주신자
들이니, 너희는나의ㄷ친구니라.

64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사도들에
게 일렀던 것같이 다시 너희에게 이
르노니, 너희 말을 ㄱ믿고 ㄴ죄 사함을
위하여물로써침례를받는모든 ㄷ영
혼은ㄹ성신을받으리라.

65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
한 ㄱ표적이따르리니－

66 내 이름으로 그들은 많은 기이
한 ㄱ일을행할것이요,

67 내 ㄱ이름으로그들은귀신을쫓
아낼것이요,

68 내이름으로그들은 ㄱ병자를고
칠것이요,

69 내 이름으로 그들은 앞 못 보는
자의 눈을 뜨게 하며 듣지 못하는 자
의귀를열것이요,

70 말하지 못하는 자의 혀가 말하
게될것이요,

71 만일어느사람이그들에게 ㄱ독
을 사용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72 독사의 독도 그들을 해칠 힘이
없으리라.

73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노니, 그들은 스스로 이러
한 일들을 ㄱ자랑하지 말며, 세상 앞
에서그일들을말하지말라. 이는이
일들이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
고 구원을 위하여 너희에게 주어짐
이니라.

74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말을 믿지 아니하
고 성신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의 죄
사함을위하여내이름으로물로 ㄱ침
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ㄴ정죄를
받을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내가 있는
내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오지 못하
리라.

75 그리고 너희에게 주는 이 계시
와 계명은 바로 이 시각부터 온 세상
에 유효하며 복음은 아직 이를 받지

61ㄴ 교성 43:34; 
88:121; 100:7.

62ㄱ 막 16:15; 
교성 1:2~5. 
안내선교 사업.

63ㄱ 안내사도.
ㄴ 3니 15:24; 

교성 50:41~42.
ㄷ 요 15:13~15; 

교성 93:45.

64ㄱ 막 16:15~16. 
안내믿음, 믿다.

ㄴ 안내죄 사함.
ㄷ 안내영혼.
ㄹ 안내은사, 성신의.

65ㄱ 막 16:17~18. 
안내표적.

66ㄱ 안내행위.
67ㄱ 마 17:14~21.
68ㄱ 안내병 고치다, 병 고침.

71ㄱ 막 16:18; 행 28:3~9;
교성 24:13;
124:98~100.

73ㄱ 교성 105:24. 
안내교만.

74ㄱ 니후 9:23; 
교성 76:50~52.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필수적임.

ㄴ 요 3:18.



아니한모두에게임하느니라.
76 그러나 진실로 내가 왕국이 주

어진모든자에게이르노니－그들이
이전의 악한 행위를 회개하도록 너
희에게서복음이그들에게전파되어
야만 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믿
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아야 하며, 시온에 있는 너
희 형제들도 내가 너희를 보냈을 때
에 너희를 거역하였으므로 책망을
받아야함이니라.

77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부르리니, 너희 나의 친구들
이여, 거듭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
와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줌이 적
절하니 곧 너희는 내가 나의 권능으
로 복음을 전파하러 여행하며 그들
과 함께 한 그 시절의 나의 친구들과
같이되라.

78 이는내가그들에게 ㄱ전대나주
머니나 겉옷 두 벌도 가지지 못하게
하였음이니라.

79 보라, 나는 세상을 시험하기 위
하여 너희를 내어 보내노니, 일꾼이
자기ㄱ삯을받는것이마땅하니라.

80 그리고가서왕국의이 ㄱ복음을
ㄴ전파하며 모든 일에 변함없이 충실
하기를 마지아니하는 자는 어떠한
자도 마음이 지치거나 어두워지지
아니할 것이요, 몸이나 수족이나 관

절도 지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머
리 ㄷ털 하나라도 아무도 몰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그들은 굶
주리지도목마르지도아니하리라.

81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ㄱ염려
하지 말며, 무엇을 먹을까 혹 무엇을
마실까 혹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82 무릇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
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
하고 길쌈도 아니 하거니와, 세상의
왕국들이 그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이꽃하나만같지못하니라.

83 무릇하늘에계시는너희 ㄱ아버
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
야할줄ㄴ아시느니라.

84 그러므로내일일은내일로 ㄱ염
려하게할지어다.

85 너희는 ㄱ무엇을말할까미리염
려하지말고끊임없이생명의말씀을
너희 마음에 ㄴ쌓아 두라. 그리하면
바로 그 시각에 모든 사람에게 할당
되는분량이너희에게ㄷ주어지리라.

86 그러므로 이 계명은 성역을 베
풀도록교회에서하나님의부르심을
입은모든 ㄱ충실한자에게주는것이
니, 너희가운데왕국의이복음을선
포하러 나아가는 자는 이 시각부터
그 어느 누구도 전대나 주머니를 가
지지말라.

190교리와 성약 84:76~86

78ㄱ 마 10:9~10; 교성 24:18.
79ㄱ 교성 31:5.
80ㄱ 안내복음.

ㄴ 안내선교 사업.
ㄷ 눅 21:18.

81ㄱ 마 6:25~28.
83ㄱ 안내하늘에 계신

아버지.
ㄴ 마 6:8.

84ㄱ 마 6:34.
85ㄱ 마 10:19~20; 

눅 12:11~12; 
교성 100:6.

ㄴ 니후 31:20; 앨 17:2~3;

교성 6:20; 11:21~26.
안내깊이 생각하다.

ㄷ 안내가르치다,
교사－영으로 가르침.

86ㄱ 마 24:44~46; 
교성 58:26~29;
107:99~100.



191 교리와 성약 84:87~99

87 보라, 나는 그들의 모든 불의한
행위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기 위하
여 그리고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하여
그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너희를 내
어 ㄱ보내노라.

88 누구든지 너희를 ㄱ받아들이면
거기에 나도 있으리니, 이는 내가 너
희앞서나아갈것임이라. 나는너희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요,
나의 영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
요, 나의 ㄴ천사들은 너희를 둘러 있
어너희를받쳐주리라.

89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니, 그 사
람은 너희를 먹이며, 너희를 입히며,
너희에게돈을주리라.

90 그리고 너희를 먹이거나, 너희
를 입히거나, 너희에게 돈을 주는
자는 결단코 자기 상을 ㄱ잃지 아니
하리라.

91 그리고 이러한 일을 행하지 아
니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니니, 이
로써 너희는 ㄱ나의 제자들을 알 수
있으리라.

92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가 있거든, 너희는 너희 스스로 홀
로 그에게서 떠나 뜨겁든지 차든지
물 곧 깨끗한 물로 너희 발을 ㄱ씻어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이를
증언하고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

지말라.
93 너희가 어느 마을이나 도시에

들어가든지이같이행하라.
94 그러나 부지런히 찾고 아끼지

말라. 너희나 너희 말이나 나에 대한
너희 간증을 거절하는 그 집이나 그
마을이나도시에화있도다.

95 내가 거듭 이르노니, 너희나 너
희 말이나 나에 대한 너희의 간증을
거절하는 그 집이나 그 마을이나 도
시에화있도다.

96 이는나ㄱ전능자가그들의ㄴ사악
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ㄷ징벌하려고
열국위에나의손을얹었음이니라.

97 또 전염병이 나아갈 것이요, 내
가나의일을완성할때까지그것들이
땅에서없어지지아니하려니와, 나의
일은의안에서ㄱ일찍마쳐지리라－

98 그때에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
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남아 있는 자
모두가 나를 알고, 주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고, 눈과 눈을 마주 대하
여 ㄱ보고, 그들의 음성을 높이어 한
목소리로 이 새 노래를 ㄴ부르리니,
이르기를,
99 주께서시온을다시

일으키셨도다.
ㄱ은혜의ㄴ택하심을따라
주께서자기백성ㄷ이스라엘을

ㄹ구속하셨으니,

87ㄱ 안내선교 사업.
88ㄱ 마 10:40; 

요 13:20.
ㄴ 교성 84:42. 

안내천사.
90ㄱ 마 10:42; 막 9:41.
91ㄱ 요 13:35.

92ㄱ 마 10:14; 눅 9:5; 
교성 60:15.

96ㄱ 안내전능.
ㄴ 안내악한, 악함.
ㄷ 교성 1:13~14.

97ㄱ 마 24:22.
98ㄱ 사 52:8.

ㄴ 시 96:1; 계 15:3; 
교성 25:12; 133:56.
안내노래하다.

99ㄱ 안내은혜.
ㄴ 안내택함.
ㄷ 안내이스라엘.
ㄹ 계 5:9; 교성 43:29.



이택하심은그들의조상들의신앙과
ㅁ성약으로인해이루어진것이로다.
100 주께서자기백성을

구속하셨으며,
사탄은 ㄱ묶이었고 시간은

다하였도다.
주께서만물을ㄴ하나로모으셨으며,
주께서위에서ㄷ시온을데리고내려

오셨고,
주께서아래에서시온을ㄹ데리고

올라오셨도다.
101 ㄱ땅은산고를겪고그세력을

낳았나니,
진리는땅속에서확립되었고,
하늘은땅을향하여미소지었으며,
땅은자기하나님의ㄴ영광으로옷

입었으니,
이는그가자기백성가운데서

계심이라.
102 영광과존귀와권능과힘을
우리하나님께돌릴지어다.
이는그가ㄱ자비와공의와은혜와

진리와ㄴ평강이
영원무궁토록충만하심이로다. 아멘.

103 그리고 또, 진실로 진실로 내
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러 나아가는 모든 사
람은, 자신에게 가족이 있고 또 선물
로돈을받는만큼, 그돈을가족에게

보내거나, 아니면 주가 그들에게 지
시하는 대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함이 바람직하니, 이는
이같이함이나보기에좋음이니라.

104 그리고가족이없는자로서돈
을 받는 자는 모두 그 ㄱ돈을 시온에
있는 감독에게나 오하이오에 있는
감독에게 보낼지니, 그리하여 그것
이 계시를 내어 놓는 일과 이를 인쇄
하는 일과 시온을 굳게 세우는 일을
위하여헌납되게할지어다.

105 그리고만일어느사람이너희
중 누구에게 겉옷이나 의복 한 벌을
주거든이전것을취하여 ㄱ가난한자
에게 던져 주고 흔연히 너희 길을 갈
지어다.

106 또만일너희가운데어떤사람
이 영적으로 강하면, 그는 약한 자를
ㄱ데리고갈지니, 그리하여그로지극
히 ㄴ온유한가운데교화되며그또한
강하게되게할지어다.

107 그러므로 ㄱ소신권에 성임된
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너희 앞서 보
내어 약속을 맺게 하며, 길을 예비하
게하며, 너희가몸소이행할수없는
약속을이행하게하라.

108 보라, 이것이 옛날에 나의 사
도들이 나를 위하여 나의 교회를 세
우던방식이니라.

192교리와 성약 84:100~108

99ㅁ 안내아브라함의 성약.
100ㄱ 계 20:2~3; 

교성 43:31; 45:55;
88:110.

ㄴ 엡 1:10; 
교성 27:13.

ㄷ 교성 45:11~14; 
모세 7:62~64. 

안내시온.
ㄹ 교성 76:102; 88:96.

101ㄱ 안내지구.
ㄴ 안내영광.

102ㄱ 안내자비로운, 자비.
ㄴ 안내평화.

104ㄱ 교성 51:8~9, 12~13.
105ㄱ 안내가난한 자－재물로

가난한 자.
106ㄱ 안내우정 증진.

ㄴ 안내온유한, 온유.
107ㄱ 안내아론 신권.



193 교리와 성약 84:109~119

109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기가
맡은 직분을 지켜 자기의 부름에 따
라 일하며, 머리는 발더러 이르기를
나는발이필요없다하지말지니, 발
없이그몸이어찌설수있으리요?

110 또한 몸은 모든 ㄱ지체를 필요
로 하나니, 이는 모두가 함께 교화되
며 전체 조직이 온전히 보전되게 하
려함이니라.

111 그리고 보라, ㄱ대제사는 여행
하여야 하며, 또한 장로와 또한 소신
권의 ㄴ제사도그리해야하느니라. 그
러나 ㄷ집사와 ㄹ교사는 교회를 ㅁ돌아
보도록, 교회의 상주 성역자가 되도
록임명되어야하느니라.

112 그리고감독뉴얼케이휘트니
도 또한 사방의 지역과 모든 교회 가
운데를 두루 다니며 가난한 자를 찾
아내어부유한자와교만한자를 ㄱ낮
춤으로써 그들에게 부족한 것을 ㄴ베
풀어야하느니라.

113 그는 또한 ㄱ대리인을 고용하
여 책임을 맡기고 그가 지시하는 대
로 자기의 세속 업무를 처리하게 해
야하느니라.

114 그럼에도불구하고, 감독은뉴
욕 시와 또한 올버니 시와 또한 보스
턴 시로 가서 그 도시 사람들에게 복
음의 소리와 큰 음성으로, 만일 그들

이 이러한 것들을 거절하면 그들을
기다리는 ㄱ황폐와 완전한 패망을 경
고할지어다.

115 이는만일그들이이러한것을
거절하면, 그들의 심판의 시각이 가
까우며, 그들의집이 ㄱ황폐하여버린
바될것임이니라.

116 그는 나를 ㄱ신뢰할지니, 그리
하면그는 ㄴ혼란하게되지아니할것
이요, 그의 머리 ㄷ털 하나도 아무도
몰래땅에떨어지지아니하리라.

117 그리고진실로내가너희나의
나머지 종들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너희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너희 각
자의 부름에 따라, 크고 유명한 도시
와 마을로 가서, 그들의 모든 불의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행위에 대해
의로써 세상을 꾸짖고 마지막 날에
있을 멸망의 가증한 것을 분명하고
도알아들을수있게설명해주라.

118 이는, 전능한 주가 이르노니,
너희로내가그들의왕국을 ㄱ찢을것
임이라. 나는 땅을 ㄴ흔들리게 할 뿐
만 아니라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도
진동하게하리라.

119 이는나주가하늘의권능을행
사하려고 나의 손을 벌렸음이라. 지
금은너희가이를볼수없으되, 조금
있으면 너희가 이를 볼 것이요, 내가

110ㄱ 고전 12:12~23.
111ㄱ 안내대제사.

ㄴ 안내제사, 아론 신권.
ㄷ 안내집사.
ㄹ 안내교사, 아론 신권.
ㅁ 안내살펴보다, 파수꾼.

112ㄱ 교성 56:16.
ㄴ 안내복지.

113ㄱ 교성 90:22.
114ㄱ 교성 1:13~14.
115ㄱ 눅 13:35.
116ㄱ 안내신뢰.

ㄴ 시 22:5; 
벧전 2:6.

ㄷ 마 10:29~31.
118ㄱ 단 2:44~45.

ㄴ 욜 2:10; 
교성 43:18; 45:33, 48;
88:87, 90. 
안내마지막 날, 후일;
표적, 시대의.



존재하는것과내가 ㄱ와서나의백성
과함께ㄴ다스릴줄을알게되리라.

120 나는 ㄱ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니라. 아멘.

194교리와 성약 84:120~85:7

119ㄱ 교성 1:12, 35~36;
29:9~11; 45:59. 
안내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ㄴ 안내복천년.
120ㄱ 안내알파와 오메가.
85 1ㄱ 교성 42:30~35.

ㄴ 교성 21:1; 47:1;
69:3~6.

3ㄱ 안내십일조, 십일조를
냄.

ㄴ 말 3:10~11, 17; 
교성 97:25~26.

ㄷ 안내헌납하다, 

헌납의 법.
5ㄱ 안내생명의 책.
6ㄱ 히 4:12.
ㄴ 왕상 19:11~12; 

힐 5:30~31; 
3니 11:3~7.

납으로써자기기업을받지아니하는
자들이그들의이름을하나님의백성
과 함께 등재하게 함은 하나님의 뜻
과계명에어긋나는것이니라.

4 교회의 어떠한 기록이나 역사에
도그것이발견될만한곳에저희족보
도기록하거나들어있게하지말라.

5 그들의이름이발견되지않게해
야 하나니, 그 아버지들의 이름이나
그 자녀들의 이름도 하나님의 ㄱ율법
의 책에 기록되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군의주가이르노라.

6 그러하도다. 모든 것을 ㄱ꿰뚫고
속삭이며 파고드는 ㄴ고요하고 세미
한 음성이 이르시나니, 그 음성은 나
타날 때에 종종 나의 뼈를 떨리게 하
는도다. 이르시기를,

7 또 이렇게 되리라. 나 주 하나님
이힘있고강한자한사람을보내리
니, 그는자기의손에권능의홀을잡

1~5, 시온에서의 기업은 헌납을 통
하여 받아야 함. 6~12, 힘 있고 강한
자 한 사람이 시온에서 성도들에게
기업을줄것임.

주께서임명하신주의서기의임
무는 시온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ㄱ재산을 헌납하고 감독에게서
합법적으로 기업을 받는 모든 자에
관한역사와교회의일반 ㄴ기록을작
성하는것이요,

2 또한그들의생활상그들의신앙
및 행위 또한 그들의 기업을 받은 후
에 배도하는 배도자들에 관한 역사
와 교회의 일반 기록을 작성하는 것
이니라.

3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하여
금 ㄱ십일조를바치게하여그들로하
여금 ㄴ앙갚음과 불사름의 날에 대비
하게하려고주신그의법에따라ㄷ헌

제 85 편

1832년 11월 27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시(교회사 1:298~299). 이 편은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에 살고 있던 윌
리엄 더블류 펠프스에게 보낸 선지자의 편지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계시는
시온으로이주하였으나교회내에확립된규정에따라그들의기업을받지아
니한성도들에관한질문에답하기위해주신것이다.



195 교리와 성약 85:8~86:3

고 빛으로 옷을 입어 가리었으며, 그
입은 말씀 곧 영원한 말씀을 발하며,
한편 그의 심정은 진리의 샘이 되어
하나님의 집에 질서를 세우고 그들
의 이름과 그 아버지들과 그 자녀들
의 이름이 하나님의 율법 책에 등재
된 것으로 발견되는 성도들의 기업
을구획단위로배정하여주리라.

8 한편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임명되었어도 ㄱ하나님의 법궤
를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자기 손을
내미는 그 사람은 번쩍이는 번개를
맞은 나무같이 죽음의 화살에 맞아
엎드러지리라.

9 그리고 ㄱ기억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모두 그 날에 아무 기
업도 찾지 못하고 쪼개어질 것이요,

그들의 분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가운데지정되리니, 그곳에는 ㄴ슬피
울며이를갊이있느니라하시도다.

10 이 일들은 내 스스로 말하는 것
이 아니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
시는대로그가또한이루시리라.

11 소신권이나 회원은 물론 대신
권에 속한 자로서 ㄱ율법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 또는
ㄴ배도하거나 교회에서 ㄷ끊어버림을
당한 자들은 그 날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가운데서 기업을 찾지 못
하리라.

12 그러므로 에스라 이장 육십일
절과 이절에 기록된 것같이 제사장
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진 대로 그들
에게이루어지리라.

8ㄱ 삼하 6:6~7; 
대상 13:9~10. 
안내언약궤.

9ㄱ 3니 24:16; 
모세 6:5~6. 
안내기억의 책.

ㄴ 교성 19:5.
11ㄱ 안내생명의 책.

ㄴ 안내배도.
ㄷ 안내파문.

86 1ㄱ 마 13:6~43; 
교성 101:64~67.

3ㄱ 계 17:1~9. 
안내바벨, 바벨론.

2 보라,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밭
은 세상이요, 사도들은 씨를 뿌리는
자였느니라.

3 그리고그들이잠든후에교회를
크게 박해하는 자, 배도자, 창녀, 곧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그 잔을 마시
게하며, 그마음속에원수곧사탄이
앉아 다스리는 ㄱ바벨론이－보라, 그

1~7, 주께서밀과가라지의비유의의
미를알려주심. 8~11, 주께서육체를
따라합법적인상속자가된자들에게
주시는신권축복을설명해주심.

진실로주가너희나의종들에게
ㄱ밀과 가라지의 비유에 관하

여이같이이르노라.

제 86 편

1832년 12월 6일오하이오주커틀랜드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를통하여주
신 계시(교회사 1:300). 이 계시는 선지자가 성경 번역 원고를 검토하고 편집
하는동안에받은것이다.



가 가라지를 뿌리느니라. 그런즉 가
라지가밀을억누르며, ㄴ교회를광야
로내모느니라.

4 그러나보라, ㄱ마지막날에곧지
금 바야흐로 주가 말씀을 보내기 시
작하고 있고 잎이 돋아나고 있으며
아직부드러운데－

5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
르노니, 준비를마치고밭을 ㄱ추수하
도록 보내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ㄴ천사들은 밤낮으로 주께 부르짖고
있느니라.

6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이르시
되, 잎이아직부드러울때에(이는진
실로 너희 신앙이 약함이라), 가라지
를뽑지말라. 너희가밀도또한상하
게할까하노라.

7 그러므로추수할때가완전히무
르익기까지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
라게 하라. 그러고 나서 너희는 먼저
가라지 가운데서 밀을 모아 내고, 밀
을 모은 후에, 보라, 또 바라보라, 가

라지는 다발로 묶이며, 밭은 장차 불
사름을입게되느니라.

8 그러므로 이같이 주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ㄱ신권은너희조상들의혈
통을 통하여 너희와 함께 계속되어
왔나니－

9 이는너희가육체를따라서합법
적인 ㄱ상속자요, 하나님안에그리스
도와 함께 세상에서 ㄴ감추어져 왔음
이라－

10 그러므로 너희 생명과 신권은
존속되었고 또 세상이 시작된 이래
로 모든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
한바만물이 ㄱ회복될때까지너희와
너희 혈통을 통하여 반드시 존속되
어야만하느니라.

11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나의 선
함에거하여이방인을위한 ㄱ빛이되
고 이 신권을 통하여 나의 백성 ㄴ이
스라엘을 위한 구원자가 되면, 너희
에게 복이 있도다. 주가 이를 말하였
느니라. 아멘.

196교리와 성약 86:4~87:1

3ㄴ 계 12:6, 14.
4ㄱ 안내마지막 날, 후일.
5ㄱ 안내추수.
ㄴ 교성 38:12.

8ㄱ 교성 113:8. 

안내멜기세덱 신권.
9ㄱ 아브 2:9~11. 

안내아브라함의 성약.
ㄴ 사 49:2~3.

10ㄱ 행 3:19~21. 

안내복음의 회복.
11ㄱ 사 49:6.

ㄴ 교성 109:59~67.
87 1ㄱ 교성 130:12~13.

제 87 편

1832년 12월 25일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전쟁에 대한 계시와 예
언(교회사 1:301~302). 이 편은 형제들이 미 대륙에 있는 아프리카인에 대한
노예 제도와 온 세상에 걸쳐 존재하는 사람의 자녀들의 노예 제도에 대하여
생각하고토론하던때에받은것이다.

1~4, 북부여러주와남부여러주사
이에있을전쟁이예고됨. 5~8, 큰재
앙이땅의모든주민위에내릴것임.

진실로 주가 속히 일어나게 될
전쟁에 관하여 이같이 이르노

라. 그 전쟁은 ㄱ사우스 케롤라이나



197 교리와 성약 87:2~8

주의 반란으로 시작되어 마침내는
많은 사람을 죽음과 비참으로 이끈
후끝나게되리라.

2 그리고 ㄱ전쟁이 이 곳에서 시작
되어 모든 나라들 위에 쏟아질 때가
오리라.

3 다시 말하거니와 보라, 남부 여
러 주는 북부 여러 주를 대적하여 나
뉠것이요, 남부여러주는다른나라
들 곧 소위 대영제국이라 하는 나라
에도움을청할것이요, 또그들도다
른나라로부터자신들을방어하려고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리니, 그
리하면 ㄱ전쟁은모든나라위에쏟아
지게되리라.

4 그리고 이같이 되리니, 많은 날
이지난후에 ㄱ노예들이그주인들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요, 이들은 대
열을지어전쟁훈련을받으리라.

5 그리고 또한 이같이 되리니, 그

땅에 남겨지는 남은 자들이 대열을
짓고, 심히 노하게 되어 심한 괴로움
으로이방인들을괴롭게하리라.

6 그리고이같이칼과피흘림으로
땅의 주민은 ㄱ애통할 것이요, ㄴ기근
과 역병과 지진과 하늘의 우레와 또
한 맹렬한 번쩍이는 번개로 땅의 주
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분
노와 ㄷ징계하시는 손길을 느끼게 되
리니, 마침내는 선포된 소멸이 모든
나라의완전한ㄹ종말을이룰것이요,

7 그리하여 성도의 부르짖음과
ㄱ성도의 피의 부르짖음이 자기들의
원수에게 복수해 주심을 얻고자 땅
으로부터 ㄴ사바오스의 주의 귀에 상
달됨도멈추게되리라.

8 그런즉너희는주의날이이르기
까지거룩한곳에 ㄱ서서움직이지말
라. 이는 보라, 그 날이 ㄴ속히 임함이
니라. 주가이르노라. 아멘.

2ㄱ 욜 3:9~16; 
마 24:6~7; 
교성 45:26, 63; 63:33.

3ㄱ 교성 45:68~69.
4ㄱ 교성 134:12.
6ㄱ 교성 29:14~21; 45:49.

ㄴ 조마 1:29.
ㄷ 안내징계하다, 징계.
ㄹ 안내세상－세상의 끝.

7ㄱ 이더 8:22~24.
ㄴ 설명 사바오스는

대군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음역임. 
약 5:4; 교성 88:2; 
95:7; 98:2.

8ㄱ 마 24:15; 
교성 45:32; 101:21~22.

ㄴ 계 3:11.

제 88 편

1832년 12월 27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계시(교회사1:302~312). 선지자는이편을“낙원의나무에서따온감람
잎,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메시지”라고 지칭하였다(교회사 1:316).
역사 기록을 보면 이 계시의 여러 부분을 1832년 12월 27일과 28일 그리고
1833년1월3일에받은것으로보인다.

1~5, 충실한성도는영생의약속인그
보혜사를 받음. 6~13, 만물은 그리스
도의 빛으로 통제되며 다스려짐.

14~16, 부활은 구속을 통하여 옴.
17~31, 해, 달 또는 별의 왕국의 율법
에순종함으로써사람들은이들각각



의 왕국과 영광을 준비 하게 됨.
32~35, 죄가운데거하기원하는자는
여전히 더러운 채로 있게 됨. 36~41,
모든 왕국은 율법으로 다스려짐.
42~45, 하나님은만물에게율법을주
셨음. 46~50,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을이해하게될것임. 51~61, 자기종
들을밭으로보내고그들을차례로찾
아가는 사람의 비유. 62~73, 주께 가
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너희는 그
의 얼굴을 보게 되리라. 74~80, 너희
자신을성결하게하고왕국의교리를
서로 가르치라. 81~85, 경고를 받은
모든사람은자기이웃에게경고해야
함. 86~94, 징조, 자연계의 대변동 그
리고천사들은주의오시는길을예비
함. 95~102, 천사의나팔은죽은자들
을 그 순서대로 불러냄. 103~116, 천
사의 나팔은 복음의 회복, 바벨론의
멸망 및 크신 하나님의 전쟁을 선포
함. 117~126, 학문을 탐구하며 하나
님의 집(성전)을 세우며 사랑의 띠로
옷을 입으라. 127~141, 발 씻기는 의
식을포함한선지자학교의규정이설
명됨.

진실로 너희에 관한 주의 뜻을
받기 위하여 함께 모인 너희에

게주가이같이이르노라.
2 보라, 이것은너희주를기쁘게하

나니, 천사들도 너희로 인하여 ㄱ기뻐
하느니라. 너희 기도의 ㄴ구제가 ㄷ사
바오스의 주의 귀에 상달되었고, 성
결하게 된 자들 곧 해의 세계에 속한
자들의ㄹ이름책에기록되었느니라.

3 그런즉, 나는이제또다른 ㄱ보혜
사를 너희에게 곧 나의 친구 된 너희
에게 보내어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노니 이는 곧 약속의 ㄴ성령이라.
이 다른 보혜사는 요한의 증거에 기
록된 것같이 내가 나의 제자들에게
약속한바로그이니라.

4 이보혜사는내가너희에게주는
ㄱ영생 곧 ㄴ해의 왕국의 영광의 약속
이니라.

5 이 영광은 ㄱ장자의 교회의 것이
니, 참으로하나님곧만유가운데가
장 거룩하신 이의 것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것이
라－

6 ㄱ그는만물아래로도 ㄴ내렸던것
같이 높이 올랐고 그리하여 그는 만
물을 ㄷ이해하였나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 그리고 만물을 통하여 있으려
함이니, 곧 ㄹ진리의 빛이 되고자 함
이라.

7 이 진리는 빛을 발하느니라. 이
것은그리스도의 ㄱ빛이니라. 이와같
이또한그는해안에있어해의빛이
요 그 권능이니, 그것을 ㄴ만든 권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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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2ㄱ 눅 15:10.
ㄴ 행 10:1~4. 안내기도.
ㄷ 약 5:4; 교성 95:7.
ㄹ 안내생명의 책.

3ㄱ 요 14:16.
ㄴ 교성 76:53. 

안내약속의 성령.

4ㄱ 교성 14:7.
ㄴ 안내해의 영광.

5ㄱ 안내장자.
6ㄱ 안내예수 그리스도.
ㄴ 교성 122:8. 

안내속죄하다, 속죄.
ㄷ 안내전지.

ㄹ 교성 93:2, 8~39. 
안내빛, 그리스도의 빛;
진리.

7ㄱ 모로 7:15~19; 
교성 84:45.

ㄴ 창 1:16. 
안내창조하다,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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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라.
8 이와 같이 또한 그는 달 안에 있

어 달의 빛이요 그 권능이니, 그것을
만든권능이니라.

9 이와같이또한별들의빛이요그
권능이니, 그것들을만든권능이요,

10 또한 땅의 빛이요 그 권능이
니, 곧 너희가 ㄱ딛고 서 있는 그 땅
이니라.

11 그리고 빛을 발하여 너희에게
광명을 주는 그 빛은 너희 눈을 밝
혀주는 이를 통하여 오나니, 이는
너희 ㄱ이해력을 일으키는 바로 그
빛이니라.

12 그 ㄱ빛은하나님의면전에서나
아와광활한우주를ㄴ채우나니－

13 그 빛은 ㄱ만물 안에 있으며, 만
물에게 ㄴ생명을주며, 만물을다스리
는 ㄷ율법이니, 곧 자기 보좌에 앉으
사 영원의 품안에 계시며 만물 가운
데계시는하나님의권능이니라.

14 이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
르노니, 너희를위하여마련된 ㄱ구속
을 통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
이이루어지느니라.

15 그리고 ㄱ영과 ㄴ몸이 곧 사람의
ㄷ영혼이니라.

16 그리고죽은자가운데서의 ㄱ부

활은영혼의구속이니라.
17 그리고 영혼의 구속은 만물을

살게 하는 이를 통하여 오나니, ㄱ땅
의 ㄴ가난한 자와 ㄷ온유한 자가 땅을
상속하도록 그의 가슴 속에 정해져
있느니라.

18 그러므로땅은 ㄱ해의영광을받
을 준비가 되도록 모든 불의에서 성
결하게되어야할필요가있나니,

19 이는 땅이 그 창조된 목적을 이
룬 후에 ㄱ영광 곧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면류관을 쓰게 될 것
임이니라,

20 이는 해의 왕국에 속한 몸들이
땅을 영원무궁토록 ㄱ소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이 ㄴ목적을 위하여 땅
이 지음을 받았고 창조되었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이 ㄷ성결하게 되
었음이니라.

21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
곧 그리스도의 율법을 통하여 성결
하게 되지 아니한 자들은 다른 왕국
곧 달의 왕국이나 아니면 별의 왕국
을상속해야만하느니라.

22 이는해의왕국의 ㄱ율법을감당
할 수 없는 자는 해의 영광을 감당할
수없음이니라.

23 그리고 달의 왕국의 율법을 감

10ㄱ 모세 2:1.
11ㄱ 안내이해.
12ㄱ 안내빛, 그리스도의 빛.

ㄴ 렘 23:24.
13ㄱ 골 1:16~17.

ㄴ 신 30:20; 
교성 10:70.

ㄷ 욥 38; 교성 88:36~38.
안내율법.

14ㄱ 안내속죄하다, 속죄;

구속의 계획.
15ㄱ 안내사람, 사람들－

사람, 하늘 아버지의
영의 자녀; 영.

ㄴ 안내몸.
ㄷ 창 2:7. 안내영혼.

16ㄱ 앨 11:42. 안내부활.
17ㄱ 안내지구－지구의

마지막 상태.
ㄴ 안내가난한 자.

ㄷ 안내온유한, 온유.
18ㄱ 안내해의 영광.
19ㄱ 교성 130:7~9.
20ㄱ 교성 38:20.

ㄴ 모세 1:39. 
안내사람, 사람들－
사람, 하늘 아버지처럼
될 잠재성.

ㄷ 안내성결하게 됨.
22ㄱ 교성 105:5.



당할 수 없는 자는 ㄱ달의 영광을 감
당할수없느니라.

24 그리고 별의 왕국의 율법을 감
당할 수 없는 자는 ㄱ별의 영광을 감
당할 수 없나니, 그러므로 그는 영광
의 왕국에 합당하지 못하니라. 그러
므로 그는 영광의 왕국이 아닌 왕국
을감당해야만하느니라.

25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
게 이르노니, ㄱ땅은 해의 왕국의 율
법을 감당하고 있나니, 이는 그 창조
의 목적을 이루고 율법을 어기지 아
니함이라－

26 그런즉땅은 ㄱ성결하게되리니,
그러하도다. ㄴ죽을 것임에도 불구하
고 다시 살리심을 받을 것이요, 살게
하는그권능을감당하리니, ㄷ의인들
이이를ㄹ상속하리라.

27 이는 그들이 죽을지라도 그들
도 또한 ㄱ영적인 몸으로 다시 ㄴ일어
날것임이니라.

28 해의 왕국의 영이 된 자들은 육
체였을 때와 같은 몸을 받으리니, 너
희는 너희 몸을 받을 것이요, 너희
ㄱ영광은 너희 몸을 ㄴ살리는 그 영광
이되리라.

29 ㄱ해의 ㄴ영광의 일부로 인하여
살리심을 받는 너희는 그때 그와 똑

같은것곧충만함을받으리라.
30 그리고 ㄱ달의영광의일부로인

하여 살리심을 받는 자들은 그때 그
와똑같은것곧충만함을받으리라.

31 그리고또한 ㄱ별의영광의일부
로 인하여 살리심을 받는 자들은 그
때 그와 똑같은 것 곧 충만함을 받으
리라.

32 그리고남은자들도또한 ㄱ살리
심을 받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받을 수 있었을 것을
누리기를원하지아니하였으므로자
신의장소로다시돌아가자신이 ㄴ받
기원하는것을누리게되리라.

33 무릇 어떤 사람에게 선물이 주
어졌으나 그가 그 선물을 받지 아니
하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
리요? 보라, 그는자기에게주어진것
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선물을 주는
자를기뻐하지도아니하느니라.

34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
게 이르노니, 율법으로 다스려지는
것은 또한 율법으로 보전되고 그것
으로온전하게되며, ㄱ성결하게되느
니라.

35 율법을 ㄱ깨뜨리며, 율법을지키
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에게 율
법이 되기를 구하며, 죄 가운데 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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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ㄱ 안내달의 영광.
24ㄱ 안내별의 영광.
25ㄱ 안내지구.
26ㄱ 안내지구－지구의

마지막 상태.
ㄴ 안내세상－세상의 끝.
ㄷ 벧후 3:11~14. 

안내의로운, 의로움.
ㄹ 마 5:5; 

교성 45:58; 59:2; 63:49.

27ㄱ 고전 15:44.
ㄴ 안내부활.

28ㄱ 안내심판, 마지막.
ㄴ 교성 43:32; 63:51;

101:31.
29ㄱ 안내해의 영광.

ㄴ 안내사람, 사람들－
사람, 하늘 아버지처럼
될 잠재성.

30ㄱ 안내달의 영광.

31ㄱ 안내별의 영광.
32ㄱ 앨 11:41~45.

ㄴ 안내선택의지.
34ㄱ 안내성결하게 됨.
35ㄱ 안내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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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원하며, 온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율법으로나 ㄴ자비로나 ㄷ공의로
나 심판으로도 성결하게 될 수 없나
니, 그러므로그들은여전히 ㄹ더러운
채로있어야하느니라.

36 모든 왕국에는 주어진 율법이
있고,

37 ㄱ왕국은 많도다. 무릇 더 큰 왕
국이거나 더 작은 왕국이거나 왕국
이 없는 공간은 없으며 공간이 없는
왕국도없도다.

38 그리고 모든 왕국에는 저마다
한 ㄱ율법이주어져있고모든율법에
는 저마다 또한 어떠한 범위와 조건
이있느니라.

39 그러한 ㄱ조건안에거하지아니
하는 자는 모두 ㄴ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40 무릇 ㄱ예지는예지와결합하며,
ㄴ지혜는 지혜를 받아들이며, ㄷ진리
는 진리를 안으며, ㄹ덕은 덕을 사랑
하며, ㅁ빛은 빛과 결합하며, 자비는
자비를 ㅂ측은히 여기어 자신의 것을
주장하며, 공의는 끊임없이 자기 진
로를 나아가 자기의 것을 주장하며,
심판은 보좌에 앉으사 만물을 다스
리시며 집행하시는 이를 앞서 나아
가느니라.

41 그는 만물을 ㄱ이해하시며, 만물

은그의앞에있고, 만물은그를둘러
있으며, 또그는만물위에계시고, 만
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통하여 계시
고, 만물주위에계시며, 만물은그로
말미암아 또 그로 인하여 있으니, 그
는곧영원무궁토록하나님이시니라.

42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
게 이르노니, 그는 만물에게 율법을
주었고, 이로써만물은그들의 ㄱ때와
그들의계절에따라운행하느니라.

43 또 그들의 진로는 일정하니, 땅
과 모든 행성을 포함한 여러 하늘과
땅의진로가그러하니라.

44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때와 그
들의 계절에 따라, 그들의 분과 그들
의 시와 그들의 날과 그들의 주와 그
들의 달과 그들의 해에 따라 서로에
게 ㄱ빛을주나니－이모든것이하나
님께는 ㄴ일 년이나 사람에게는 그렇
지아니하도다.

45 땅은 그 날개로 회전하며, ㄱ해
는 낮에 그 빛을 주며, 달은 밤에 그
빛을주며, 별들도또한그빛을주나
니, 그들은 ㄴ하나님의권능가운데서
그들의 영광 중에 그들의 날개로 회
전하면서그리하는도다.

46 내가 이 왕국들을 무엇에 비유
하여너희로깨닫게할꼬?

47 보라, 이 모든 것은 다 왕국이

35ㄴ 안내자비로운, 자비.
ㄷ 안내공의.
ㄹ 계 22:11; 

니전 15:33~35; 
니후 9:16; 
앨 7:21.

37ㄱ 교성 78:15.
38ㄱ 교성 88:13.
39ㄱ 교성 130:20~21.

ㄴ 안내의롭게 됨, 
의롭게 되다.

40ㄱ 안내예지, 예지들.
ㄴ 안내지혜.
ㄷ 안내진리.
ㄹ 안내덕.
ㅁ 안내빛, 그리스도의 빛.
ㅂ 안내긍휼.

41ㄱ 요1 3:20; 니전 9:6; 

니후 9:20; 
교성 38:1~3. 
안내전지.

42ㄱ 단 2:20~22; 
아브 3:4~19.

44ㄱ 안내빛, 그리스도의 빛.
ㄴ 시 90:4; 벧후 3:8.

45ㄱ 창 1:16; 아브 4:16.
ㄴ 교성 88:7~13.



니, 이 중 어느 것이든지 또는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본 자는 누구나 그
위엄과권능으로나아가시는하나님
을ㄱ보았느니라.

4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는
그를 보았느니라. 그러할지라도 자
기 ㄱ백성에게나아온그를그들은깨
닫지못하였느니라.

49 ㄱ빛이어둠에비치되어둠이이
를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할지라
도 너희가 그 안에서 그리고 그로 말
미암아 살리심을 받아 참으로 하나
님을 ㄴ알게될그날이오리라.

50 그때에너희가나를본것과, 내
가존재하는것과, 내가너희안에있
는 참 빛인 것과, 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줄 알게 되리니, 그렇지 아니하
면너희는번성할수없으리라.

51 보라, 나는이왕국들을밭을가
지고 있는 어떤 사람에 비유하리니,
그가 자기 종들을 밭으로 보내어 밭
을갈게하고,

52 첫째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밭
에서 일하라. 첫째 시각에 내가 네게
가리니, 네가 나의 기뻐하는 얼굴을
보리라하고,

53 또 둘째에게 이르되, 너도 밭에
가라. 둘째 시각에 내가 기쁜 얼굴로
너를찾아가리라하고,

54 또 셋째에게도 이르되, 내가 너
를찾아가리라하고,

55 넷째에게와 계속하여 열두째에

게까지그리하였더라.
56 그리고 밭주인이 첫째 시각에

첫째에게 가서 그 시간 내내 그와 함
께 있으매, 종은 자기 주인의 얼굴빛
으로기쁘게되었더라.

57 그러고 나서 그가 둘째도 방문
하려고 첫째에게서 떠났고, 셋째와
넷째와계속하여열두째까지방문하
였더라.

58 이와 같이 그들 모두는 사람마
다 자기의 시각과 자기의 때와 자기
의 계절에 자기 주인의 얼굴빛을 받
았으니－

59 첫째로부터 시작하여 ㄱ마지막
에 이르기까지 그리하였고, 마지막
으로부터 첫째에 이르기까지, 그리
고첫째로부터마지막에이르기까지
그리하되,

60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 차례
에, 자기 시간이 다할 때까지 그리하
였으니 곧 자기 주인이 그에게 명한
대로더라. 이는 그 주인은 그로 인하
여 그리고 그는 그 주인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고, 그리하여 그들 모두가
영광을얻게하려함이니라.

61 그러므로 이 비유로 나는 이 모
든 왕국과 그 ㄱ주민을 비유하리니－
모든 왕국을 저마다 하나님께서 정
하신 법령에 따라 그 시각과 그때와
그계절에방문하리라.

62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나의
ㄱ친구된너희에게이르노니, 나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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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ㄱ 앨 30:44; 
모세 1:27~28; 6:63; 
아브 3:21.

48ㄱ 요 1:11; 3니 9:16; 

교성 39:1~4.
49ㄱ 교성 6:21; 50:23~24;

84:45~47.
ㄴ 요 17:3; 교성 93:1, 28.

59ㄱ 마 20:1~16.
61ㄱ 교성 76:24.
62ㄱ 교성 84:63; 9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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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너희에게 남겨두어 너희 마음
으로 ㄴ깊이 생각하게 하거니와 내가
이 명령을 함께 너희에게 주노니 너
희는 내가 가까이 있을 동안에 나를
ㄷ부르라－

63 내게 ㄱ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리라. 나를
부지런히 ㄴ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ㄷ찾으리라. 구하라그리하면받게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
게열리리라.

64 너희에게 ㄱ필요한 것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ㄴ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너희에게주실것이요,

65 만일 너희가 아무 것이라도 너
희에게 ㄱ필요하지 아니한 것을 구하
면, 그것은돌이켜져너희의 ㄴ정죄가
되리라.

66 보라, 너희에게 들리는 것은 광
야에서 외치는 자의 ㄱ음성 같으니－
광야에서라 함은 너희가 그를 볼 수
없음을 인함이요－나의 음성이라 함
은, 나의음성이ㄴ영인까닭이니, 나의
영은 진리요, ㄷ진리는 항상 존재하며
끝이 없느니라. 만일 진리가 너희 안
에있으면, 그것은풍성하게되리라.

67 그리고 만일 너희 눈이 순전하

여 나의 ㄱ영광만을 ㄴ전념하여 구하
면, 너희온몸은빛으로충만하게될
것이요, 너희 안에 어둠이 없으리니,
빛으로 충만하게 된 그 몸은 모든 것
을ㄷ이해하느니라.

68 그러므로 너희는 자신을 ㄱ성결
하게하여너희 ㄴ생각을오로지하나
님께로만 향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
희가 그를 ㄷ볼 날이 이르리니, 이는
그가 너희에게 자기 얼굴을 드러낼
것임이라. 그리고 이 일은 그가 정한
때에 그가 원하는 방법으로 또 그 자
신의뜻에따라이루어지리라.

69 내가 너희에게 맺은 큰 마지막
약속을기억하라. 너희의 ㄱ무익한생
각과 너희의 ㄴ지나친 웃음을 너희에
게서멀리던져버리라.

70 너희는 머물라. 너희는 이 곳에
머물라. 그리고 이 마지막 왕국에서
첫일꾼된자들의성회를소집하라.

71 그리고그들이여행중에 ㄱ경고
한 자들로 하여금 주를 부르게 하고
그들이 받은 경고를 잠시 동안 그들
마음에깊이생각하게하라.

72 보라, 또바라보라, 내가너희의
양 떼를 돌볼 것이요, 장로들을 일으
켜그들에게보내리라.

62ㄴ 안내깊이 생각하다.
ㄷ 사 55:6; 약 1:5; 

교성 46:7.
63ㄱ 슥 1:3; 약 4:8; 계 3:20.

ㄴ 대상 28:9; 이더 12:41;
교성 101:38.

ㄷ 교성 4:7; 49:26.
64ㄱ 교성 18:18; 46:28~30.

ㄴ 안내기도.
65ㄱ 약 4:3.

ㄴ 교성 63:7~11.

66ㄱ 사 40:3; 
니전 17:13; 
앨 5:37~38; 
교성 128:20.

ㄴ 안내성신; 빛,
그리스도의 빛.

ㄷ 안내진리.
67ㄱ 요 7:18.

ㄴ 마 6:22; 눅 11:34~36;
교성 82:19.

ㄷ 잠 28:5; 

교성 93:28. 
안내분별의 은사.

68ㄱ 안내성결하게 됨.
ㄴ 안내생각.
ㄷ 교성 67:10~13; 

93:1; 97:15~17.
69ㄱ 마 12:36; 

모사 4:29~30; 
앨 12:14.

ㄴ 교성 59:15; 88:121.
71ㄱ 안내경고하다, 경고.



73 보라, 나는때가되면나의일을
서둘리라.

74 그리고 이 마지막 왕국에서 첫
ㄱ일꾼 된 너희에게 명령을 주노니,
곧 너희는 함께 모이며, 조직을 갖추
며, 준비하며, 너희 자신을 ㄴ성결하
게하라. 그러하도다, 너희마음을청
결하게 하고 내 앞에서 너희 손과 너
희 발을 ㄷ깨끗이 하여 내가 너희를
ㄹ깨끗하게할수있게하고,

75 나로 너희 ㄱ아버지 곧 너희 하
나님 곧 나의 하나님께 너희가 이 사
악한 세대의 피에 대해서 깨끗함을
증거하게하고, 나로이약속곧내가
너희에게 맺은 이 큰 마지막 약속을
내가원할때에이룰수있게하라.

76 또한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
노니, 너희는 이제부터 ㄱ기도하며
ㄴ금식하기를계속할지니라.

77 또 내가 한 계명을 너희에게 주
노니, 너희는 ㄱ왕국의 교리를 서로
ㄴ가르칠지니라.

78 너희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
리하면나의 ㄱ은혜가너희와함께하
리라. 이는너희가이론에있어서, 원
리에 있어서, 교리에 있어서, 복음의
법에 있어서, 너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관계되는 모

든것에있어서더욱온전히 ㄴ가르침
을받게하려함이요,

79 ㄱ하늘에있는것이나땅에있는
것이나땅아래있는것, 전에있었던
일이나 지금 있는 일이나 머지않아
반드시있게될일, 국내에있는일이
나 외국에 있는 일, 열국의 ㄴ전쟁과
혼란, 그리고땅위에있는심판과또
한 나라들과 왕국들에 관한 지식에
있어서 더욱 온전히 가르침을 받게
하려함이요－

80 내가 너희를 부른 그 부름과 내
가 너희에게 맡긴 그 사명을 영화롭
게 하도록 내가 또다시 너희를 보낼
때에 너희가 모든 일에 준비가 되어
있게하려는것이니라.

81 보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어
ㄱ증언하게 하며 백성에게 경고하게
하였노니, 경고를 받은 각 사람은 저
마다 자기 이웃에게 ㄴ경고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82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핑계가
있을 수 없나니, 그들의 죄는 자기의
머리위에있느니라.

83 ㄱ일찍 나를 ㄴ찾는 자는 나를
찾게 될 것이요, 버림을 받지 아니
하리라.

84 그러므로 너희는 머물러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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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ㄱ 마 20:1, 16.
ㄴ 레 20:7~8; 

3니 19:28~29; 
교성 50:28~29; 133:62.

ㄷ 안내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ㄹ 이더 12:37.
75ㄱ 안내하나님, 신회－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람,

사람들－사람, 하늘
아버지의 영의 자녀.

76ㄱ 안내기도.
ㄴ 안내금식하다, 금식.

77ㄱ 안내그리스도의 교리.
ㄴ 안내가르치다, 교사.

78ㄱ 안내은혜.
ㄴ 교성 88:118; 

90:15; 93:53.
79ㄱ 안내하늘.

ㄴ 안내전쟁.
81ㄱ 안내증언하다.

ㄴ 교성 63:58. 
안내경고하다, 경고.

83ㄱ 앨 37:35.
ㄴ 신 4:29~31; 

렘 29:12~14; 
교성 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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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히 일하라. 그리하여 너희 곧 주의
입이 지명하는 자마다 마지막으로
ㄱ이방인 가운데 나아가서 율법을
ㄴ싸매며 증언을 인봉하고 장차 임할
심판의 시간에 대비하여 성도들을
예비시키는너희의성역에서온전하
게되도록하라.

85 그리하여 그들의 영혼이 하나
님의 진노 곧 이 세상에서와 다음 세
상에서 악인을 기다리고 있는 ㄱ가증
함의황폐를피할수있도록하라. 진
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첫 장
로가 아닌 자들은 주의 입이 그들을
ㄴ부를 때까지 포도원에서 계속 일할
지어다. 이는 그들의 시간이 아직 이
르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옷이 이 세
대의 피에 대하여 ㄷ깨끗하지 아니함
이니라.

86 너희는너희를 ㄱ자유롭게한그
ㄴ자유 안에 거하고 너희 자신을 ㄷ죄
에 ㄹ얽매이게 하지 말며, 주가 올 때
까지너희손을ㅁ깨끗하게하라.

87 무릇 이제로부터 많은 날이 지
나지아니하여 ㄱ땅이요동하며, 취한
자같이 이리저리 ㄴ비틀거릴 것이요,
ㄷ해가그얼굴을가리고빛발하기를
거절할 것이요, 달은 ㄹ피로 물들 것
이요, ㅁ별들은심히노하여무화과나

무에서떨어지는무화과같이스스로
떨어지리라.

88 그리고 너희의 증언 이후에 진
노와분노가백성에게임하느니라.

89 무릇너희증언이후에 ㄱ지진의
증언이 있어 땅 가운데서 신음 소리
를내게할것인즉, 사람들이땅에넘
어질것이요, 서있을수없으리라.

90 그리고또한천둥 ㄱ소리와번개
소리와 폭풍우 소리와 그 경계를 넘
어 밀어닥치는 파도 소리의 증언이
임하느니라.

91 그리고만물이 ㄱ동요할것이요,
정녕 사람들의 마음은 낙담하리니,
이는 두려움이 모든 백성에게 임할
것임이라.

92 또 ㄱ천사들이하늘가운데를날
아가며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의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오 땅의 주민
들아, 너희는 예비하라. 너희는 예비
하라. 이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이
르렀음이니라. 보라, 또 바라보라,
ㄴ신랑이오나니, 너희는나가서그를
맞이하라하리라.

93 그리고즉시하늘에 ㄱ큰징조가
나타나리니, 모든 백성이 함께 이를
보리라.

94 그리고 다른 한 천사가 자기 나

84ㄱ 조역 1:41.
ㄴ 사 8:16~17.

85ㄱ 마 24:15.
ㄴ 교성 11:15.
ㄷ 니전 12:10~11; 

야곱 1:19; 2:2; 
교성 112:33. 
안내순수한, 순수.

86ㄱ 요 8:36. 
안내선택의지;

자유로운, 자유.
ㄴ 모사 5:8. 안내해방.
ㄷ 안내죄.
ㄹ 갈 5:1.
ㅁ 욥 17:9; 시 24:4; 

앨 5:19.
87ㄱ 사 13:4~13.

ㄴ 교성 43:18.
ㄷ 욜 2:10; 

교성 45:42; 133:49.

ㄹ 계 6:12.
ㅁ 욜 3:15.

89ㄱ 교성 45:33.
90ㄱ 계 8:5; 교성 43:17~25.
91ㄱ 교성 45:26.
92ㄱ 계 8:13; 교성 133:17.

ㄴ 마 25:1~13; 
교성 33:17; 133:10, 19.

93ㄱ 마 24:30; 눅 21:25~27.
안내표적, 시대의.



팔을 불며 이르기를, 모든 나라로 하
여금그 ㄱ음행의진노의포도주를마
시게 하였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
박하며 그들의 피를 흘린 저 ㄴ큰 ㄷ교
회 곧 가증함의 ㄹ어미여－그는 많은
물 위에 그리고 바다의 섬들 위에 앉
아있나니－보라, 그는세상의 ㅁ가라
지라, 그가다발로묶여있고그묶음
이강하므로이를풀수있는자가아
무도 없나니, 그러므로 그가 불에
ㅂ살라질 준비가 되었느니라 하리라.
그리고 그가 자기 나팔을 길고 크게
불리니, 모든나라가이를들으리라.

95 그리고반시간동안하늘이 ㄱ고
요할 것이요, 그 후 즉시 마치 ㄴ두루
마리가 말린 다음 펼쳐지듯이 하늘
의막이펼쳐지고주의 ㄷ얼굴이드러
나리라.

96 그리고 살아서 땅 위에 있는 성
도는살게하심을입고 ㄱ끌려올라가
그를만나게되리라.

97 그리고 자기의 무덤 속에서 잠
자던자들이 ㄱ나아오리니, 이는그들
의 무덤이 열릴 것임이라. 그리고 그
들도 또한 끌려 올라가 하늘의 기둥
가운데서그를만나게되리라－

98 그들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ㄱ첫
열매니, 주와함께먼저내려올자들

이요, 땅위에와그들의무덤속에있
다가 먼저 끌려 올라가서 그를 만나
게되는자들이라. 이모든일은하나
님의 천사의 나팔을 부는 소리로 이
루어지리라.

99 또 이후에 다른 천사가 불리니,
이는 둘째 나팔이라. 그러고 나면 그
리스도가 올 때에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자들의 구속이 이루어지나니,
이들은그들을위하여마련된저 ㄱ옥
에서 그들의 몫을 받은 자들이라. 이
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ㄴ심판받게 하려 함
이니라.

100 그리고 또, 다른 나팔이 울리
리니, 이는셋째나팔이라. 그러고나
면 심판을 받아 ㄱ정죄 아래 있음이
발견되는 ㄴ사람의 영들이 나아오느
니라.

101 그리고 이들은 ㄱ죽은 자의 나
머지들이니, 이들은 ㄴ천년이마치기
까지 다시 살지 못하며, 땅의 종말까
지다시살지못하느니라.

102 그리고 다른 나팔이 울리리니
이는넷째나팔이라, 이르기를, 저큰
마지막 날 곧 종말까지 남아 있어야
하는 자 중에 여전히 ㄱ더러운 채로
남아있을자들이있도다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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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ㄱ 계 14:8.
ㄴ 니전 13:4~9.
ㄷ 안내악마－악마의 교회.
ㄹ 계 17:5.
ㅁ 마 13:38.
ㅂ 교성 64:23~24;

101:23~25. 
안내지구－지구가
깨끗하게 됨.

95ㄱ 교성 38:12.

ㄴ 계 6:14.
ㄷ 안내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96ㄱ 살전 4:16~17.
97ㄱ 교성 29:13; 

45:45~46; 133:56. 
안내부활.

98ㄱ 고전 15:23.
99ㄱ 교성 76:73; 138:8. 

안내구원, 죽은 자를

위한.
ㄴ 벧전 4:6.

100ㄱ 안내정죄하다, 정죄.
ㄴ 계 20:12~13; 

앨 11:41; 
교성 43:18; 76:85.

101ㄱ 계 20:5.
ㄴ 안내복천년.

102ㄱ 안내더러운, 더러움.



207 교리와 성약 88:103~113

103 또 다른 나팔이 울리리니, 이
는 다섯째 나팔이요, 하늘 가운데를
날아가며 ㄱ영원한 복음을 모든 나라
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맡기는
다섯째천사니라.

104 그리고 이것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있는모든백성에게말하는그의
나팔 소리가 되리니－이는 ㄱ모든 귀
가 그것을 들을 것이며, 모든 무릎이
ㄴ꿇을것이며, 모든혀가고백할것임
이라. 그때그들이그나팔소리를들
으리니 이르되, 하나님을 ㄷ두려워하
고영원무궁토록보좌에앉으신이에
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
실시각이이르렀음이니라하리라

105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자기
나팔을 불리니, 이는 여섯째 천사라
이르되, 모든 나라로 하여금 그 음행
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자가
ㄱ무너졌도다. 그가 무너졌도다. 무
너졌도다! 하리라.

106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자기
나팔을 불리니, 이는 일곱째 천사라,
이르되, 끝마쳤도다, 끝마쳤도다.
ㄱ하나님의 어린 양이 ㄴ이기셨고 홀
로 포도주 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ㄷ밟으셨
도다하리라.

107 그러고나서천사들은그의능

력의 영광으로 면류관을 쓸 것이요,
ㄱ성도들은그의 ㄴ영광으로충만하게
되고, 그들의 ㄷ기업을 받아 그와 ㄹ동
등하게되리라.

108 그러고나서첫째천사가모든
산 자의 귀에 자기 나팔을 또다시 불
어 ㄱ첫째 천 년에 있은 사람들의 은
밀한 행위들과 하나님의 능하신 일
들을ㄴ드러내리라.

109 그러고나서둘째천사가자기
나팔을 불어 둘째 천 년에 있은 사람
들의 은밀한 행위들과 그들 마음의
생각과 의도와 하나님의 능하신 일
들을드러낼것이요－

110 그렇게 계속하여 일곱째 천사
가 자기 나팔을 불기까지 하리니, 그
가 땅과 바다를 밟고 우뚝 서서 보좌
에 앉으신 이의 이름으로 맹세하되,
이제 ㄱ시간이다시는없으리라할것
이요, ㄴ사탄 곧 악마라 하는 저 옛 뱀
은 결박되어 ㄷ천 년 동안 풀려나지
못하리라.

111 그러고 나서 그는 잠시 동안
ㄱ풀려나자기군대를함께모으게되
리라.

112 그리고일곱째천사곧천사장
ㄱ미가엘이자기군대곧하늘의무리
를함께모으리라.

113 그리고 악마는 자기 군대 곧

103ㄱ 계 14:6~7. 
안내복음의 회복.

104ㄱ 계 5:13.
ㄴ 사 45:23; 빌 2:9~11.
ㄷ 안내두려움－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건.
105ㄱ 계 14:8; 교성 1:16.
106ㄱ 안내하나님의 어린 양.

ㄴ 고전 15:25.
ㄷ 사 63:3~4; 계 19:15;

교성 76:107; 133:50.
107ㄱ 안내성도.

ㄴ 안내해의 영광.
ㄷ 안내승영.
ㄹ 교성 76:95.

108ㄱ 교성 77:6~7.

ㄴ 앨 37:25; 교성 1:3.
110ㄱ 교성 84:100.

ㄴ 계 20:1~3; 니전 22:26;
교성 101:28. 안내악마.

ㄷ 안내복천년.
111ㄱ 교성 29:22; 43:30~31.
112ㄱ 안내미가엘.



지옥의 무리를 함께 모아서 미가엘
과 그의 군대를 대적하여 싸우러 올
라오리라.

114 그러고 나서 크신 하나님의
ㄱ전쟁이 있으리니, 악마와 그의 군
대는 자기 장소로 던짐을 받아 다시
는 성도들에게 전혀 힘을 갖지 못하
리라.

115 이는 미가엘이 그들의 싸움을
싸워 보좌에 앉으신 이 곧 어린 양의
보좌를 ㄱ차지하려는 자를 이길 것임
이니라.

116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ㄱ성결하게된자의영광이니, 그들은
다시는ㄴ죽음을보지아니하리라.

117 그러므로 진실로 내가 나의
ㄱ친구된너희에게이르노니, 내가너
희에게 명한 대로 너희의 성회를 소
집하라.

118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닌즉, 너희는 ㄱ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구하고 서로 ㄴ가르
치라. 그러하도다, 가장 좋은 ㄷ책에
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참으로 연
구와또한신앙으로학문을구하라.

119 너희 자신을 조직하라.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ㄱ집 곧 기도
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세우라.
120 그리하여 너희의 들어옴도 주

의 이름으로 하며, 너희의 나감도 주
의 이름으로 하며, 너희의 모든 인사
도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두 손을 들
어올리고주의이름으로하라.

121 그러므로 너희의 모든 경박한
말과 모든 ㄱ웃음과 너희의 모든 ㄴ탐
욕적인 욕망과 너희의 모든 ㄷ교만과
경박한 생각과 너희의 모든 악한 행
위를ㄹ그치라.

122 너희 가운데 교사 한 사람을
지명하여 모두가 동시에 말하는 자
가 되지 않게 하고, 한 번에 한 사람
이 말하게 하여 모두가 그의 말하는
것을 듣게 하라. 그리하여 모두가 말
하고 난 후에 모두가 모두에게서 교
화되며, 또 모든 사람이 동등한 특권
을누리게하라.

123 삼가 너희는 서로 ㄱ사랑하라,
ㄴ탐하기를 그치라. 복음이 요구하는
대로서로나누어주기를배우라.

124 ㄱ게으르기를 그치라. 부정하
기를 그치라. 서로 ㄴ결점 찾기를 그
치라. 필요 이상으로 오래 잠자기를
그치라. 일찍 네 잠자리에 들어 피곤
하지않게하고, 일찍일어나너희몸
과너희마음이활력있게하라.

125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투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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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ㄱ 계 16:14.
115ㄱ 사 14:12~17; 

모세 4:1~4.
116ㄱ 안내승영; 성결하게 됨.

ㄴ 계 21:4; 
앨 11:45; 12:18; 
교성 63:49. 
안내불멸의, 불멸.

117ㄱ 교성 109:6.

118ㄱ 안내지혜.
ㄴ 교성 88:76~80. 

안내가르치다, 교사.
ㄷ 교성 55:4; 109:7, 14.

119ㄱ 교성 95:3; 97:10~17;
109:2~9; 115:8. 
안내성전, 주님의 집.

121ㄱ 교성 59:15; 88:69.
ㄴ 안내육욕적인.

ㄷ 안내교만.
ㄹ 교성 43:34; 100:7.

123ㄱ 안내사랑.
ㄴ 안내탐내다.

124ㄱ 안내게으른, 게으름.
ㄴ 교성 64:7~10. 

안내비방.



209 교리와 성약 88:126~136

이 ㄱ사랑의 띠로 몸을 두르라. 이는
완전과ㄴ평화의띠니라.

126 항상 ㄱ기도하여내가 ㄴ올때까
지 낙심하지 않도록 하라. 보라, 또
바라보라, 내가 속히 와서 너희를 내
게로영접하리라. 아멘.

127 그리고 또, 그들 곧 교회의 모
든 ㄱ역원,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대제
사에서시작하여집사에이르기까지
교회 안에서 성역을 베풀도록 부르
심을 받은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설립
된 ㄴ선지자 학교의 회장단을 위하여
예비된집의규칙이니－

128 이것이그학교의회장단의집
의 규칙이 될지니라. 교장 또는 교사
로 지명된 자는 그를 위하여 마련될
자기 집에서 자기 위치에 서야 하느
니라.

129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첫째가 되어야 하나니, 큰
소리로 말하지 아니하여도 집안에
있는 회중이 그의 말을 주의 깊게 그
리고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하느니라.

130 그리고그가하나님의집에들
어올때에는, 무릇그가그집에서첫
째가 되어야 하나니－보라, 이는 아
름다운 일이요, 그로 하여금 본이 되
게하려는것이라－

131 그는영원한성약의표시또는
기념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로자신을ㄱ드릴지어다.
132 그리고누가그를따라들어오

면, 교사는 일어나 하늘을 향하여 곧
바로 두 손을 들어 올려 이러한 말로
자기의 형제 또는 형제들에게 인사
하라.

133 곧그대는형제또는형제들인
가? 나는영원한성약의표시또는기
념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
로 네게 인사하노니, 이 성약에 따라
나는 사랑의 띠 안에서 하나님의 은
혜를 통하여 그대의 친구와 ㄱ형제가
되고 영원무궁토록 감사하며 흠 없
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 안에서 행하
고자 하는 확고부동하며 변하지 않
는 결의로써 그대를 ㄴ동료로 받아들
이노라. 아멘.

134 그리고이인사를받기에합당
하지 아니한 자는 너희 가운데 자리
를갖게하지말지니, 이는너희가나
의집이그로인하여 ㄱ더럽혀짐을허
락하지말아야함이니라.

135 그리고들어오는자가내앞에
서 충실한 한 형제이거나 또는 여러
형제이면 그들은 하늘로 두 손을 들
어 올리고 이 동일한 기도와 성약으
로 또는 그에 대한 표시로 아멘이라
말함으로써 회장 또는 교사에게 인
사할지니라.

136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선지자 학교 안에서 서로 인사하는

125ㄱ 안내자애.
ㄴ 안내평화.

126ㄱ 안내기도.
ㄴ 교성 1:12.

127ㄱ 안내직분, 역원.
ㄴ 안내선지자 학교.

131ㄱ 안내예배.
133ㄱ 안내형제들, 형제, 자매.

ㄴ 안내우정 증진.
134ㄱ 교성 97:15~17;

110:7~8.



일에 대하여 너희에게 주는 한 본이
니라.

137 그리고 너희는 주의 집에서,
선지자 학교에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영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기도
와 감사로써 이를 행하도록 부름을
받았나니, 이는 그 곳이 너희의 ㄱ교
화를 이루는 성소 곧 성령의 성막이
되게함이니라.

138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의 ㄱ피
에서 깨끗하게 된 자 외에는 너희 가
운데 아무도 이 학교에 받아들이지
말지니라.

139 그리고 그는 ㄱ발 씻김의 의식
으로써 받아들여져야 하나니, 이는
이 목적을 위하여 발 씻김의 의식이
제정되었음이니라.

140 그리고 또, 발 씻김의 의식
은 교회의 회장 또는 감리 장로에
의하여 베풀어져야 하느니라.

141 이는기도로시작되어야하며,
떡과포도주를 ㄱ취한후에그는내게
관한 요한의 증언 제십삼장에 주어
진 ㄴ본에따라허리를동이어야하느
니라. 아멘.

210교리와 성약 88:137~89:3

137ㄱ 교성 50:21~24.
138ㄱ 교성 88:74~75, 84~85.
139ㄱ 안내씻다, 씻음을 받은,

씻음.

141ㄱ 안내성찬.
ㄴ 요 13:4~17.

89 1ㄱ 안내지혜의 말씀.
2ㄱ 교성 29:34. 

안내하나님의 계명.
3ㄱ 안내성도.
ㄴ 교성 89:18~21.

이라－
2 인사로보내는것이니, 계명이나

강제로 함이 아니요 계시와 지혜의
말씀으로써 마지막 날에 모든 성도
의 현세적 구원에 있어서 ㄱ하나님의
질서와뜻을보이시는것이라－

3 성도로서 또는 성도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자로서 모든 ㄱ성도 가
운데서 약한 자와 가장 약한 자의 능
력으로도 감당해 낼 수 있는, ㄴ약속
이따르는원리로주는것이니라.

1~9, 포도주, 독한 음료, 담배 및 뜨
거운 음료의 사용이 금지됨. 10~17,
채소, 과일, 육류 및 곡물은 사람과
동물이 사용하도록 정하여진 것임.
18~21, 지혜의 말씀을 포함하여 복
음의 법을 순종함은 현세적 및 영적
축복을가져옴.

커틀랜드에모인 대제사 평의회
와교회그리고또한시온에있

는성도의유익을위한 ㄱ지혜의 말씀

제 89 편

1833년 2월 27일오하이오주커틀랜드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를통하여주
신 계시(교회사 1:327~329). 모임 중에 담배를 사용하는 초기의 형제들로 말
미암아 선지자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그는 이에 대하
여주께물었다. 지혜의말씀으로알려져있는이계시가그결과이다. 처음세
절은원래선지자가영감에의하여서문및설명으로기록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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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라, 진실로 이같이 주가 너희
에게이르노라. 마지막날에 ㄱ음모를
꾸미는 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존재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존재할 ㄴ악과
의도로 인하여 계시로써 이 지혜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에게 ㄷ경
고하였고또미리경고하노니－

5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ㄱ포도
주나독한음료를마시는만큼, 보라,
이는 좋지 아니하며, 너희 아버지 보
시기에도 합당하지 아니하니, 다만
너희가 함께 모여 그 앞에 너희 성찬
을바칠때에만사용할지니라.

6 그리고 보라, 이것은 포도주, 참
으로 너희가 손수 만든 포도나무 열
매의ㄱ순수한포도주라야하느니라.

7 그리고, 거듭, ㄱ독한음료는위장
을위한것이아니요, 너희몸을씻기
위한것이니라.

8 그리고 또, 담배는 ㄱ몸을 위한 것
도 위장을 위한 것도 아닌즉, 사람에
게 좋지 아니하되, 타박상이나 모든
병든가축을위한약초이니, 판단력과
기술을가지고사용하여야하느니라.

9 그리고 또, 뜨거운 음료는 몸이
나위장을위한것이아니니라.

10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
게 이르노니, 건강에 좋은 모든 ㄱ채
소는 사람의 체력과 활력을 위하여
사용하도록하나님께서정하여주신
것이니－

11 제철에나는모든채소와제철
에나는모든과일, 이모두는신중하
게 그리고 ㄱ감사하면서 사용해야 하
느니라.

12 그러하도다. 또한 ㄱ짐승과공중
의 새의 ㄴ고기도 사람이 감사하면서
사용하도록 나 주가 정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것들은 ㄷ조금씩 사
용해야하느니라.

13 그리고 겨울철이나 추울 때나
기근 때 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
하는것이나를기쁘게하느니라.

14 모든 ㄱ곡물은 사람과 짐승들이
사용하도록 정해진 것이니, 사람만
위할 뿐만 아니라 들의 짐승과 하늘
의 새와 땅 위를 뛰거나 기어다니는
모든 야생 동물을 위한 생명의 양식
이되도록정해진것이니라.

15 그리고 이러한 것은 기근이나
심한 굶주림 때에만 사람이 사용하
도록하나님께서지으셨느니라.

16 모든 곡물은 사람의 양식으로
좋은것이요, 또한땅속에나땅위에
열매를 맺는 넝쿨의 열매도 그러하
니라－

17 그러할지라도 사람에게는 밀,
소에게는 옥수수, 말에게는 귀리, 새
와 돼지 그리고 들의 모든 짐승에게
는 호밀이 좋으며, 보리는 모든 유용
한 동물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곡물과마찬가지로부드러운음료를

4ㄱ 안내비밀 결사.
ㄴ 안내속임, 속이다, 거짓.
ㄷ 안내경고하다, 경고.

5ㄱ 레 10:9~11; 
사 5:11~12; 고전 6:10.

6ㄱ 교성 27:1~4.

7ㄱ 잠 20:1; 23:29~35.
8ㄱ 고전 3:16~17. 안내몸.

10ㄱ 설명 식물. 창 1:29; 
교성 59:17~20.

11ㄱ 안내감사한, 감사,
감사드림.

12ㄱ 딤전 4:3~4; 
교성 49:18~21.

ㄴ 창 9:3; 
레 11:1~8.

ㄷ 교성 59:20.
14ㄱ 단 1:6~20.



만들기에좋은것이니라.
18 무릇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

면서 이 말씀을 지키며 행하기를 기
억하는 모든 성도는 그들의 배꼽에
ㄱ건강과그들의뼈에골수를얻을것
이요,

19 ㄱ지혜와 ㄴ지식의 큰 보화, 참으
로감추인보화도찾으리니,

20 ㄱ달려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걸
어도지치지아니하리라.

21 그리고 나 주는 그들에게 한 가
지 ㄱ약속을 주노니, 멸하는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에게 한 것같이 그
들을 ㄴ지나칠것이요, 그들을죽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212교리와 성약 89:18~90:5

18ㄱ 잠 3:8.
19ㄱ 안내지혜.

ㄴ 안내지식; 간증.
20ㄱ 사 40:31.
21ㄱ 교성 84:80.

ㄴ 출 12:23, 29.

90 1ㄱ 안내용서하다.
2ㄱ 교성 65:2. 

안내열쇠, 신권의.
ㄴ 안내하나님의 왕국 또는

천국.
4ㄱ 행 7:38; 

롬 3:2; 
히 5:12; 
교성 124:39, 126. 
안내예언, 예언하다.

이르거니와, 네 간구대로 네 죄는
ㄱ사하여졌나니, 이는 네 기도와 네
형제들의 기도가 내 귀에 상달되었
음이니라.

2 그러므로 네게 주어진 ㄱ왕국의
열쇠를 지닌 너는 이제부터 복이 있
나니, 이 ㄴ왕국은마지막으로나아오
고있느니라.

3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왕국의 열쇠는 네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이나장차올세상에서도결단코
네게서거두어지지아니하리라.

4 그러할지라도 너를 통하여 ㄱ말
씀이 또 다른 이에게, 참으로 교회에
주어지리라.

5 그리고하나님의말씀을받는모

1~5, 왕국의 열쇠가 조셉 스미스에
게 위임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교
회에 위임됨. 6~7, 시드니 리그돈과
프레드릭지윌리엄스는제일회장단
에서 봉사해야 함. 8~11, 복음이 이
스라엘 민족에게, 이방인에게 그리
고 유대인에게 전파될 것이며,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듣게 될
것임, 12~18, 조셉 스미스와 그의 보
좌들은 교회에 질서를 세워야 함.
19~37, 여러 사람이 올바르게 걸을
것과 주의 왕국에서 봉사할 것을 주
께로부터권고받음.

이같이 주가 이르노라. 진실로
진실로내가너, 나의아들에게

제 90 편

1833년3월8일오하이오주커틀랜드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에게주신계시
(교회사 1:329~331). 이 계시는 제일회장단을 확립하는 과정의 한 연속적인
단계이다(81편의 머리말 참조). 이 계시의 결과로, 언급된 보좌들이 1833년 3
월18일성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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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자는 그 말씀을 어떻게 간주할지
삼가 ㄱ조심하여 그것들이 가벼운 것
으로 여김을 받지 않게 하며, 이로써
정죄 아래 놓이지 않게 하며, 폭풍우
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ㄴ비가 내려
그들의 집에 부딪힐 때 걸려 넘어지
지않게할지어다.

6 그리고 또, 내가 네 형제 시드니
리그돈과프레드릭지윌리엄스에게
이르노니, 그들의 죄도 또한 사하여
졌나니, 이 마지막 왕국의 열쇠를 지
님에 있어서 그들은 너와 동등하게
헤아림을받으며,

7 또한 너의 집행을 통하여, 내가
조직하라고 명한 ㄱ선지자 학교의 열
쇠를지님에있어서도그러하니라.

8 이는 그리함으로써 시온의 구원
과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 곧 믿게
될 모든 자의 구원을 위한 그들의 성
역에 있어서 그들로 온전하게 되게
하려는것이요,

9 네집행을통하여그들로말씀을
받게 하려 함이요, 그들의 집행을 통
하여 말씀이 땅 끝까지 나아가게 하
려 함이니, ㄱ먼저는 ㄴ이방인에게요,
그러고나서보라, 또바라보라, 그들
은유대인에게로돌이키리라.

10 그러고 나서 주의 팔이 권능 가

운데 ㄱ드러나 민족들, 이방 나라들,
ㄴ요셉의 집에 그들의 구원의 복음을
확신시킬날이임하느니라.

11 무릇그날에이렇게되리니, 모
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위하여 그들 위에 내리는 ㄱ보혜사의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 ㄴ권능에
ㄷ성임된자들을통하여, 자기자신의
방언과 자기 자신의 언어로 복음의
충만함을ㄹ듣게되리라.

12 그리고 이제 진실로 내가 너희
에게 이르거니와, 너희에게 명령을
주노니, ㄱ성역과 제일회장단의 직무
를계속하라.

13 또 너희가 선지자들의 글 번역
하기를 마치거든, 그때부터 교회와
ㄱ학교의업무를ㄴ감리하라.

14 또 시시로, 보혜사께서 나타내
주시는 대로 ㄱ계시를 받아 왕국의
ㄴ비밀을드러내보이고,

15 교회에 질서를 세우고 ㄱ연구하
며 ㄴ배우며 모든 양서와 ㄷ여러 언어
와방언과백성들과친숙하게되라.

16 그리고 평의회를 감리하고, 이
교회와 왕국의 모든 일에 질서를 세
우는 일, 이것을 너희 평생의 업무와
사명으로삼으라.

17 ㄱ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

5ㄱ 교성 1:14.
ㄴ 마 7:26~27.

7ㄱ 안내선지자 학교.
9ㄱ 마 19:30; 

이더 13:10~12.
ㄴ 니전 13:42; 

교성 107:33; 133:8.
10ㄱ 교성 43:23~27; 88:84,

87~92.
ㄴ 창 49:22~26; 

니전 15:13~14.
11ㄱ 안내보혜사.

ㄴ 안내신권.
ㄷ 안내부르다,

하나님에게서 부름
받은, 부름; 성임하다,
성임.

ㄹ 안내선교 사업.
12ㄱ 안내성역을 베풀다.
13ㄱ 안내선지자 학교.

ㄴ 교성 107:91~92.
14ㄱ 안내계시.

ㄴ 안내하나님의 비밀.
15ㄱ 교성 88:76~80, 118;

93:53.
ㄴ 교성 107:99~100;

130:18~19.
ㄷ 안내언어.

17ㄱ 롬 1:16; 
니후 6:13.



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 모든 거만함
과 ㄴ교만함에 대해 훈계를 받으라.
이는 그것이 너희 영혼에 올무가 임
하게함이니라.

18 너희집에질서를세우고너희에
게서ㄱ게으름과ㄴ부정함을멀리하라.

19 이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
니,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네 보좌 겸
서기인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의 가
족을위하여처소를마련할지어다.

20 그리고 나의 ㄱ연로한 종 조셉
스미스 일세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서 자기 가족과 함께 계속 거하고 주
의 입이 지명하기까지는 팔지 말지
어다.

21 그리고 나의 보좌 곧 시드니
ㄱ리그돈은 주의 입이 지명할 때까지
그가지금거하는곳에머물지어다.

22 그리고 감독은 ㄱ대리인을 얻기
위하여부지런히찾되, 그는 ㄴ재물을
가진 사람－하나님의 사람, 강한 신
앙의사람이어야할지니－

23 이는 그리함으로써 그가 모든
부채를 변제할 수 있고 그리하여 주
의 창고가 백성의 눈앞에서 악평을
듣지않게하려는것이니라.

24 ㄱ부지런히 찾으라. 항상 ㄴ기도
하라. 또믿으라. 그리하면만일너희
가 올바르게 걸으며 너희가 서로 성
약을 맺은 그 ㄷ성약을 기억할진대,
너희유익을위하여 ㄹ모든것이함께

역사하리라.
25 너희 가족에 관련되지 않은 자

들에 관하여 이야기하노니, 특히 나
의 연로한 종 조셉 스미스 일세가 그
러하거니와 너희의 가족을 ㄱ작게 할
지어다.

26 이는 나의 일을 이루도록 너희
를 위하여 마련된 것들이 너희에게
서 거두어져 합당하지 아니한 자들
에게 주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
요－

27 또 그로 인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일들을 완수함에 있어서 너
희가 방해를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
니라.

28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
게 이르노니, 나의 여종 비에나 잭스
가 자기 경비를 충당할 돈을 받아 시
온의 땅으로 올라가는 것이 나의 뜻
이니라.

29 그리고 남는 돈은 내게 헌납되
게하라. 그리하면내가정한때에그
녀는보상을받으리라.

30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그녀가 시온의 땅으로 올라가 감
독의 손에서 기업을 받는 것이 내 눈
에합당하도다.

31 이는 그녀가 충실한 만큼 그녀
로 평화롭게 정주하게 하며 그때로
부터 그녀의 생애 동안 게으르지 않
게하려함이니라.

214교리와 성약 90:18~31

17ㄴ 교성 88:121. 
안내교만.

18ㄱ 교성 58:26~29. 
안내게으른, 게으름.

ㄴ 교성 38:42.
20ㄱ 안내스미스, 조셉, 일세.

21ㄱ 안내리그돈, 시드니.
22ㄱ 교성 84:112~113.

ㄴ 야곱 2:17~19.
24ㄱ 안내부지런함.

ㄴ 안내기도.
ㄷ 안내성약.

ㄹ 스 8:22; 
롬 8:28; 
교성 100:15; 122:7~8.

25ㄱ 설명 조셉 스미스
일세가 돌보고 있는
가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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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그리고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
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이 계명을 기
록하고, 시온에 있는 너희 형제들에
게 사랑의 인사로써 내가 또한 너희
를 불러서 내가 정한 때에 시온을
ㄱ감리하게하였음을고할지어다.

33 그러므로그들은이일에관하여
나를번거롭게하기를그칠지어다.

34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온에 있는 너희 형제들이 회개하
기 시작하나니, 천사들이 그들로 인
하여기뻐하는도다.

35 그러할지라도 나는 많은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나는 나의 종
ㄱ윌리엄 이 매클렐른을 기뻐하지 아
니하며, 나의 종 시드니 길버트도 그
러하고, 또한 감독도 그러하며, 다른
자들도회개해야할일이많으니라.

36 그러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주는 ㄱ시온과 다투며,
그 강한 자와 변론하며, 시온이 승리
하여 내 앞에서 ㄴ깨끗하기까지 시온
을ㄷ징계하리라.

37 이는 시온은 그 자리에서 옮겨
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나 주가 이
를말하였느니라. 아멘.

32ㄱ 교성 107:91~92.
35ㄱ 교성 66:1; 75:6~9.
36ㄱ 안내시온.

ㄴ 안내순수한, 순수.
ㄷ 안내징계하다, 징계.

91 1ㄱ 안내성서 외경.

4ㄱ 안내이해.
5ㄱ 안내성신; 영감, 영감을

주다.

있느니라.
3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서외경은번역할필요가없느니라.
4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것을 읽는

자는 ㄱ깨달을지니, 무릇영은진리를
나타내줌이니라.

5 그리고 누구든지 ㄱ영으로써 일
깨움을 받는 자는 그것에서 유익을
얻으리라.

6 그리고 누구든지 영으로써 받지
아니하는 자는 유익을 얻을 수 없느
니라. 그러므로 그것은 번역할 필요
가없느니라. 아멘.

1~3, 성서외경은 대부분 바르게 번
역되었으나 사람의 손에 의한 올바
르지 아니한 가필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 4~6, 성서외경은 영으로써 일
깨움을받는자들에게유익을줌.

진실로 이같이 주가 ㄱ성서외경
에 대하여 너희에게 이르노라.

거기에는 참된 것이 많이 실려 있고
그것은 대부분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느니라.

2 거기에는 참되지 아니한 것 곧
사람의 손에 의한 가필이 많이 실려

제 91 편

1833년3월9일오하이오주커틀랜드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를통하여주신
계시(교회사 1:331~332). 이 당시 선지자는 구약전서를 번역하고 있었다. 성
서외경이라 불리는 고대 기록 부분에 이르렀을 때 그는 주께 물어 이 가르침
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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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1ㄱ 교성 82:11, 15~21.
안내협동교단.

93 1ㄱ 안내회개하다, 회개;
합당, 합당한.

ㄴ 욜 2:32.
ㄷ 안내순종, 순종하는,

순종하다.
ㄹ 조성,요1 4:12.

ㅁ 출 33:11; 
교성 38:7~8; 67:10~12;
88:68; 101:23; 130:3. 
안내보혜사.

받을 수 있음. 36~37, 하나님의 영광
은 예지임. 38~40, 어린아이는 그리
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무죄함. 41~53, 역원 형제들
이 자기 가족의 질서를 세우도록 명
을받음.

진실로 이같이 주가 이르노라.
이렇게 될 것이니, 자기 죄를

ㄱ버리고 내게로 와서 나의 ㄴ이름을
부르며나의음성에 ㄷ순종하며, 나의
계명을지키는모든영혼은나의 ㄹ얼
굴을 ㅁ보며, 내가 존재함을 알게 될
것이요,

1~5, 충실한자는모두주를볼것임.
6~18, 하나님의 아들은 은혜에서 은
혜로 나아가 드디어는 아버지의 영
광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요한은 증
언하였음. 19~20, 은혜에서 은혜로
나아가는 충실한 사람들 또한 그의
충만함을 받을 것임. 21~22, 그리스
도를 통하여 태어난 자들은 장자의
교회임. 23~28, 그리스도는 모든 진
리의 충만함을 받으셨고 사람도 순
종에 의하여 그와 같이 할 수 있음.
29~32,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
께 있었음. 33~35, 원소는 영원하며
사람은 부활할 때에 충만한 기쁨을

제 93 편

1833년5월6일오하이오주커틀랜드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를통하여주신
계시(교회사1:343~346).

들일지니라. 내가 한 사람에게 이르
는것은모두에게이르는것이니라.

2 그리고 또, 내가 너 나의 종 프레
드릭 지 윌리엄스에게 이르노니, 너
는 이 교단에서 활동적인 회원이 될
지니라. 그리고 네가 이전의 모든 계
명 지키기에 충실한 만큼 너는 영원
토록복을받으리라. 아멘.

1~2, 주께서 협동교단 가입에 관련
된명령을주심.

진실로 이같이 주가 이르노라.
이전에 준 명령에 일치하도록

조직된 ㄱ협동교단에 나의 종 프레드
릭 지 윌리엄스에 관한 계시와 명령
을 주노니, 너희는 그를 교단에 받아

제 92 편

1833년 3월 15일오하이오주커틀랜드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에게주신계
시(교회사1:333). 이계시는최근에제일회장단의보좌로임명된프레드릭지
윌리엄스를위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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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가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참ㄱ빛인것과,

3 내가 아버지 ㄱ안에 있고 아버지
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임을알게되리니－

4 아버지라함은그가자신의충만
함을 내게 ㄱ주신 ㄴ까닭이요, 아들이
라함은내가세상에있었고 ㄷ육신으
로 내 성막을 삼고 사람의 아들들 가
운데거한까닭이니라.

5 나는세상에있었고내아버지에
게서 받았으니, 그의 ㄱ일이 밝히 드
러났느니라.

6 그리고 ㄱ요한은나의 ㄴ영광의충
만함을 보고 증언하였으니, ㄷ요한의
기록의충만함은이후에계시되리라.

7 또 그가 증언하여 이르되, 나는
그의 영광을 보았나니, 그는 세상이
있기전ㄱ태초에계셨느니라.

8 그러므로 태초에 ㄱ말씀이 계셨
으니, 이는 그가 말씀 곧 구원의 사
자요－

9 세상의 ㄱ빛과 ㄴ구속주요, 세상에
오신 진리의 영이셨음이라. 이는 그
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음을 받았음
이니, 그의 안에 사람의 생명과 사람
의빛이있었느니라.

10 세상들이 그로 인하여 ㄱ지음을
받았고사람이그로인하여지음을받
았으며, 만물이 그로 인하여, 그를 통
하여, 그에게지음을받았느니라.

11 또 나 요한은 증언하거니와 내
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
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하시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그가 오
셔서 육체 안에 거하시고 우리 가운
데거하셨느니라.

12 또나요한이보니, 그가처음에
는 ㄱ충만함을 받지 아니하셨으나
ㄴ은혜로은혜를받으시더라.

13 그리고 그가 처음에는 충만함
을 받지 아니하셨으나 계속하여 ㄱ은
혜에 은혜를 받으시더니, 드디어는
충만함을받으시더라.

14 그리고 이리하여 그는 ㄱ하나님
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셨으니,
이는 그가 처음에는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셨음이더라.

15 또 나 ㄱ요한이 증언하노니, 보
라, 하늘들이 열리고 ㄴ성신이 ㄷ비둘
기 모양으로 그의 위에 내려와서 그
의 위에 앉으매 하늘에서 한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는 내 ㄹ사랑하는 아
들이니라하시더라.

2ㄱ 요 1:4~9; 교성 14:9;
84:45~47; 88:6~7. 
안내빛, 그리스도의 빛.

3ㄱ 요 10:25~38; 17:20~23;
교성 50:43~45.

4ㄱ 안내예수 그리스도－
권세.

ㄴ 모사 15:1~7.
ㄷ 눅 1:26~35; 2:4~14;

3니 1:12~14; 
이더 3:14~16.

5ㄱ 요 5:36; 10:25;

14:10~12.
6ㄱ 요 1:34.
ㄴ 안내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ㄷ 요 20:30~31.

7ㄱ 요 1:1~3, 14; 17:5; 
교성 76:39.

8ㄱ 안내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9ㄱ 안내빛, 그리스도의 빛.
ㄴ 안내구속주.

10ㄱ 히 1:1~3; 교성 76:24;

모세 1:31~33.
12ㄱ 빌 2:6~11.

ㄴ 요 1:16~17.
13ㄱ 눅 2:52.
14ㄱ 눅 1:31~35; 교성 6:21.

안내하나님, 신회－아들
하나님.

15ㄱ 요 1:29~34.
ㄴ 안내성신.
ㄷ 안내비둘기의 표적.
ㄹ 마 3:16~17.



16 또 나 요한이 증언하노니, 그는
아버지의영광의충만함을받으셨고,

17 하늘과 땅의 ㄱ모든 ㄴ권능을 받
으셨으며 ㄷ아버지의 영광이 그와 함
께있었으니, 이는그가그안에거하
셨음이라.

18 그리고 이렇게 되리니, 만일 너
희가 충실하면, 너희는 요한의 기록
의충만함을받게되리라.

19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ㄱ예배할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며 너희가 무
엇을 예배하는가를 알게 하여, 너희
로 하여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오
게 하고 또 때가 되면 그의 충만함을
받게하려함이니라.

20 이는만일너희가나의 ㄱ계명을
지키면, 너희는그의 ㄴ충만함을받게
되고, 내가 아버지로 인해 영화롭게
된 것같이 나로 인해 ㄷ영화롭게 될
것임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ㄹ은혜로 은혜를 받
게되리라.

21 그리고 이제, 진실로 내가 너희
에게이르노니, 나는 ㄱ태초에아버지
와함께있었나니, 나는ㄴ장자니라.

22 또 나를 통하여 태어난 자는 모
두 장자의 ㄱ영광의 ㄴ참여자요 장자
의교회니라.

23 너희도 또한 태초에 아버지와
ㄱ함께 있었나니, 영 곧 진리의 영인
것이니라.

24 그리고 ㄱ진리는 사물의 현재와
과거와미래에대한ㄴ지식이니,

25 이에 ㄱ더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태초부터 ㄴ거짓말
하는자인저사악한자의영이니라.

26 ㄱ진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말미
암느니라. 나는 진리의 영이니, 요한
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되, 그
는 진리 참으로 모든 진리의 충만함
을받았다하였느니라.

27 그리고 어느 사람도 그의 계명
을 지키지 아니하고는 ㄱ충만함을 받
을수없느니라.

28 그의 ㄱ계명을지키는자는진리
와 ㄴ빛을 받나니, 드디어는 진리로
영화롭게 되며, 모든 것을 ㄷ알게 되
느니라.

29 사람도 또한 ㄱ태초에 하나님과
함께있었느니라. ㄴ예지곧진리의빛
은창조되거나지음을받지아니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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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ㄱ 마 28:18; 요 17:2; 
벧전 3:22.

ㄴ 안내예수 그리스도－
권세; 권능.

ㄷ 안내하나님, 신회－
아버지 하나님.

19ㄱ 요 4:21~26; 17:3; 
행 17:22~25. 안내예배.

20ㄱ 교성 50:28.
ㄴ 요 1:16; 교성 84:36~39.
ㄷ 요 17:4~5, 22. 안내사람,

사람들－사람, 하늘
아버지처럼 될 잠재성.

ㄹ 안내은혜.
21ㄱ 요 1:1~2; 

벧전 1:19~20; 
모세 4:2. 

ㄴ 안내장자.
22ㄱ 안내해의 영광.

ㄴ 벧전 5:1; 
교성 133:57.

23ㄱ 안내사람, 사람들－사람,
하늘 아버지의 영의
자녀.

24ㄱ 안내진리.
ㄴ 안내지식.

25ㄱ 교성 20:35.
ㄴ 요 8:44; 니후 2:18; 

모세 4:4.
26ㄱ 요 14:6.
27ㄱ 안내완전한.
28ㄱ 안내순종, 순종하는,

순종하다.
ㄴ 교성 50:24; 84:45. 

안내빛, 그리스도의 빛.
ㄷ 요 17:3; 교성 88:49, 67.

29ㄱ 아브 3:18. 안내전세;
사람, 사람들.

ㄴ 안내예지, 예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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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니, 참으로그리될수도없느니라.
30 일체의 진리는 하나님이 놓아

두신 영역 안에서 독립되어 있어 스
스로 ㄱ작용하며또한모든예지도그
러하니, 그렇지 아니하고는 존재하
는것이없느니라.

31 보라, 여기에사람의 ㄱ선택의지
가 있고, 여기에 사람의 정죄가 있나
니, 태초부터 있던 것이 그들에게
ㄴ명백하게 나타났으되 그들이 빛을
받아들이지아니하는까닭이니라.

32 또 그 영이 ㄱ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정죄 아래 있
느니라.

33 무릇 사람은 ㄱ영이니라. ㄴ원소
는영원하며, 영과원소는불가분하게
결합되어충만한기쁨을받느니라.

34 그리고 ㄱ분리되어있을때사람
은충만한ㄴ기쁨을받을수없느니라.

35 ㄱ원소는하나님의성막이니, 그
러하도다, 사람은 하나님의 성막 곧
성전이니라. 어떠한 ㄴ성전이든지 더
럽혀지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멸
하시리라.

36 하나님의 ㄱ영광은 ㄴ예지니, 다
른말로하면ㄷ빛과진리니라.

37 빛과 진리는 저 ㄱ악한 자를 버
리느니라.

38 모든사람의영은태초에 ㄱ무죄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ㄴ타락
에서 ㄷ구속하셨으므로 사람은 그의
어릴때에다시하나님앞에 ㄹ무죄하
게되었느니라.

39 그리고 저 사악한 자가 와서 사
람의자녀들에게서불순종을통하여
그리고 그들 ㄱ조상의 전통으로 말미
암아빛과진리를ㄴ빼앗아가느니라.

40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명하여
너희 ㄱ자녀를 빛과 진리로 양육하라
하였느니라.

41 그러나 진실로 내가 너 나의 종
프레드릭지윌리엄스에게이르거니
와, 너는 이 정죄 아래 계속 머물러
있었나니,

42 너는 계명에 따라 네 자녀에게
빛과 진리를 ㄱ가르치지 아니하였고,
저 사악한 자가 아직도 너를 다스리
는 능력을 가지고 있나니, 이것이 네

30ㄱ 니후 2:13~27.
31ㄱ 안내선택의지.

ㄴ 신 30:11~14; 
교성 84:23~24.

32ㄱ 안내빛, 그리스도의 빛;
진리.

33ㄱ 교성 77:2; 
아브 5:7~8. 
안내사람, 사람들－
사람, 하늘 아버지의
영의 자녀.

ㄴ 교성 131:7~8; 138:17.
안내부활.

34ㄱ 니후 9:8~10.
ㄴ 안내기쁨.

35ㄱ 교성 130:22.

ㄴ 고전 3:16~17.
36ㄱ 안내영광; 예수

그리스도－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ㄴ 교성 130:18~19; 
아브 3:19. 
안내예지, 예지들.

ㄷ 교성 88:6~13.
37ㄱ 모세 1:12~16. 

안내악마.
38ㄱ 안내무죄, 무죄한.

ㄴ 안내아담과 이브의
타락.

ㄷ 모사 27:24~26; 
모세 5:9; 
신개 1:3. 

안내구속하다,
구속받은, 구속.

ㄹ 모로 8:8, 12, 22; 
교성 29:46~47. 
안내구원－아이들의
구원.

39ㄱ 겔 20:18~19; 
앨 3:8. 
안내전통.

ㄴ 마 13:18~19; 
고후 4:3~4; 
앨 12:9~11.

40ㄱ 안내가족－부모의 책임.
42ㄱ 삼상 3:11~13; 

교성 68:25~31.



고난의이유니라.
43 이제 한 가지 명령을 네게 주노

니, 만일네가건짐을받고자하면네
자신의집에 ㄱ질서를세울지니라. 이
는네집에옳지아니한일이많이있
음이니라.

44 진실로 내가 나의 종 시드니 리
그돈에게 이르노니, 어떠한 일에 있
어서 그는 자기 자녀에 관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먼
저네집에질서를세우라.

45 진실로 내가 나의 종 조셉 스미
스 이세에게 이르노라. 또는 다른 말
로하건대, 나는너희를ㄱ친구라부르
리니, 이는 너희가 나의 친구요 나와
함께기업을받게될것임이니라－

46 나는세상을위하여너희를 ㄱ종
이라 불렀고 너희는 나를 위하여 그
들의종이니라－

47 그리고 이제, 진실로 내가 조셉
스미스이세에게이르노니－너는계
명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주 앞에
서 반드시 ㄱ꾸짖음을 받아야만 하느
니라.

48 네 ㄱ가족은반드시회개하여어
떠한 일들을 버려야 하고 네가 하는
말에 더욱 진지하게 주의를 기울여
야 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의
자리에서옮겨지리라.

49 내가 한 사람에게 이르는 것은
모두에게이르는것이니라. 항상 ㄱ기

도하여 저 사악한 자가 네 안에 힘을
가져 네 자리에서 너를 옮겨가지 못
하게하라.

50 나의 교회의 감독인 나의 종 뉴
얼 케이 휘트니도 또한 징계를 받아,
자기 가족에 질서를 세우며, 삼가 그
들이 가정에 더 부지런하고 마음을
쓰며 항상 기도하는지 확인할 필요
가 있으니,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들의ㄱ자리에서옮겨지리라.

51 이제 내가 너희, 나의 친구들에
게 이르노니, 나의 종 시드니 리그돈
은여행을떠나되, 서두르고, 내가그
로 말하게 하는 대로 주의 ㄱ은혜의
해와 구원의 복음을 또한 선포할지
어다. 그리하면 합심하여 드리는 너
희 신앙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를받들어주리라.

52 그리고 나의 종 조셉 스미스 이
세와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도 또한
서둘지어다. 그리하면 신앙의 기도
에 따라 그들에게 주어지리니, 너희
가나의말을지키는만큼, 너희는이
세상에서나 장차 올 세상에서도 수
치를당하지아니하리라.

53 그리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너희가 서둘러 나의 경
전을 ㄱ번역하며, 역사에 대한, 그리
고 나라들에 대한, 그리고 왕국들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율법
에 대한 ㄴ지식을 ㄷ얻는 것이 나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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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ㄱ 딤전 3:4~5.
45ㄱ 교성 84:63; 88:62.
46ㄱ 레 25:55; 

니전 21:3~8. 
안내섬김.

47ㄱ 교성 95:1~2. 

안내징계하다, 징계.
48ㄱ 안내가족－자녀의 책임.
49ㄱ 3니 18:15~21.
50ㄱ 교성 64:40.
51ㄱ 눅 4:19.
53ㄱ 안내조셉스미스역(조성).

ㄴ 안내지식.
ㄷ 교성 88:76~80,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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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 이모든것은시온의구원을위 한것이니라. 아멘.

94 1ㄱ 교성 93:45.
ㄴ 안내스테이크.

2ㄱ 교성 52:14~15.
3ㄱ 교성 107:9, 22.

8ㄱ 눅 19:45~46; 
교성 109:16~20.

ㄴ 왕상 8:10~11. 
안내영광.

9ㄱ 교성 97:15~17.
10ㄱ 안내조셉 스미스

역(조성).
ㄴ 교성 104:58~59.

니라.
5 그리고이후에너희에게주게될

양식에 따라 아래 뜰과 위 뜰이 있게
할지니라.

6 그리고이후에너희에게주게될
양식에 따라, 그 집은 신권의 반차를
따라 그 기초부터 주께 헌납되게 할
지니라.

7 그리고그집은제일회장단의업
무를 위하여 주께 온전히 헌납되게
할지니라.

8 그리고 어떠한 ㄱ부정한 것도 그
곳에 들어옴을 용납하지 말지니, 그
리하면나의 ㄴ영광이거기에있을것
이요, 나의임재도거기에있으리라.

9 그러나 만일 어떠한 ㄱ부정한 것
이 그 곳에 들어오면 나의 영광은 거
기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의 임재
도그곳에들어오지아니하리라.

10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
게 이르노니, 남쪽에 있는 둘째 부지
를 나의 ㄱ경전 번역물과 또 내가 너
희에게명하게될모든것을 ㄴ인쇄하
는일을위하여나를위해집을한채
짓기위해내게헌납되게할지니라.

1~9, 주께서 제일회장단 업무용 가
옥 건립에 관련된 명령을 주심.
10~12, 인쇄소가 건축되어야 함.
13~17, 특정한기업이지정됨.

그리고또, 진실로 내가 너희 나
의 ㄱ친구들에게 이르거니와,

한 가지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
의 집에서 시작하여 이 곳 커틀랜드
땅에 ㄴ시온의 스테이크의 도시 설계
작업과 그 시작과 기초를 준비하는
작업을시작할지니라.

2 그리고 보라, 이 일은 내가 너희
에게준 ㄱ양식에따라이루어져야하
느니라.

3 그리고남쪽에있는첫째부지는
계시를 받는 제일회장단의 업무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와 왕국에 관련
된 일체의 업무를 보는 ㄱ제일회장단
의 성역의 일을 위하여 제일회장단
을 위한 집 한 채를 건축하기 위하여
내게헌납하라.

4 진실로내가너희에게이르노니,
그 집은 안뜰이 그 너비와 그 길이가
17미터와 20미터가 되도록 지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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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교회사 1:346~347). 하이럼 스미스, 레이놀즈 케이훈 및 제이레드 카터
가교회건축위원으로임명되었다.



11 그리고 그 집은 안뜰이 그 너
비와 길이가 17미터와 20미터가 되
게 하고 아래 뜰과 위 뜰이 있게 할
지니라.

12 그리고 이 집은 내가 너희에게
명할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인쇄하
는일을위하여, 모든일에있어서너
희에게 주어질 양식대로 그 기초부
터 온전히 헌납하여 거룩하고 더럽
히지않게할지니라.

13 그리고 셋째 부지에는 나의 종
하이럼 스미스가 자기 기업을 받을
지니라.

14 그리고 북쪽의 첫째와 둘째 부

지에는 나의 종 레이놀즈 케이훈과
제이레드 카터가 자기들의 기업을
받을지니－

15 이는 내가 그들에게 정한 그 일
곧 위원회가 되어 나 주 하나님이 너
희에게 준 명령에 따라 나의 집들을
건축하는 일을 그들로 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16 이두채의집은내가그것에관
한 명령을 너희에게 주기까지는 짓
지말라.

17 그리고 이제 지금은 내가 더 이
상너희에게주지아니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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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1ㄱ 신 11:1~8; 잠 13:18;
히 12:5~11; 힐 15:3;
교성 101:4~5; 105:6.

안내징계하다, 징계.
ㄴ 안내용서하다.
ㄷ 안내유혹하다, 유혹.

ㄹ 고전 10:13.
3ㄱ 학 1:7~11; 교성 88:119.

안내성전, 주의 집.

이 모든 일에 있어 ㄷ유혹에서 ㄹ건짐
을받을길을내가준비함이요, 또내
가너희를사랑하였음이라－

2 그런즉 너희는 반드시 징계를
받고 내 면전에서 책망을 받아야 하
나니,

3 이는 너희가 나의 ㄱ집을 건축하
는 일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준 큰
명령을 모든 일에 있어서 숙고하지
아니함으로 너희가 나를 거스려 심
히무거운죄를범하였음이니라.

4 이 집을 지음은 나의 사도들을
준비시켜마지막으로나의포도원의

1~6, 성도들은주의집을건축하지아
니한데대하여징계를받음. 7~10, 주
께서는높은곳에서오는권능을자기
백성에게부여하기위하여자신의집
을 사용하기 원하심. 11~17, 그 집은
예배하는장소로또사도들의학교로
헌납되어야함.

진실로이같이주는내가사랑하
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또한 ㄱ징계하노
니 이는 그들의 죄가 ㄴ사함 받게 하
려는 것이니라. 이는 징계로써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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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가지를 치게 하여, 내가 나의 ㄴ비상
한일을이루며, 나의영을모든육체
위에ㄷ부어주려는것이니라.

5 그러나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
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내가 부른
자로서성임을받은자가많으나 ㄱ택
함을받은자는적도다.

6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대낮에
ㄱ암흑속을걷고있으므로심히무거
운죄를범하였느니라.

7 그리고이까닭으로말미암아내
가너희에게명령을주어너희 ㄱ성회
를 소집하라 하였나니, 이는 너희
ㄴ금식과너희애통함이 ㄷ사바오스의
주, 해석하면 첫째 날의 ㄹ창조주, 시
작과 끝이 되시는 이의 귀에 상달되
게하려함이니라.

8 그러하도다. 진실로내가너희에
게 이르거니와, 집 한 채를 지으라는
명령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그
집에서 나는 내가 택한 자들에게 높
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ㄱ부여하려고
생각하고있느니라.

9 이는이것이너희에게주시는아
버지의 ㄱ약속임이라. 그러므로 나는
예루살렘에 있던 나의 사도들과 같
이머물기를너희에게명하노라.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종들
은 심히 무거운 죄를 범하였고, 또

ㄱ선지자학교에서 ㄴ다툼이일어났으
니, 이는 내게 심히 비통한 일이었느
니라. 너희 주가 이르노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내보내어 징계 받게 하
였느니라.

11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너희가 집 한 채를 짓는 것이 나
의 뜻이니라. 만일 너희가 나의 계명
을지키면, 그집을지을능력을가지
게되리라.

12 만일너희가나의계명을 ㄱ지키
지아니하면, ㄴ아버지의사랑은계속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러
므로너희는암흑속을걷게되리라.

13 이제 여기에 지혜와 주의 생각
이 있나니－집이 지어지게 하되, 세
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게 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살게하여주지아니함이니라.

14 그러므로 그 집은 너희가 이 권
능에 임명하고 성임할 너희 중 세 사
람에게 보여 줄 방식에 따라 지어지
게하라.

15 그리고 그 집의 크기는 안뜰이
너비가 17미터가 되게 하고 그 길이
는20미터가되게하라.

16 그리고 안뜰의 아랫 부분은 너
희 성찬을 바치며, 너희 설교와 너희
금식과 너희 기도와 너희의 지극히

4ㄱ 야곱 5:61~75; 
교성 24:19; 33:3~4. 
안내포도원, 주의.

ㄴ 사 28:21; 
교성 101:95.

ㄷ 잠 1:23; 
욜 2:28; 
교성 19:38. 
안내은사, 영의; 성신.

5ㄱ 마 20:16; 
교성 105:35~37;
121:34~40. 
안내택함.

6ㄱ 안내어둠, 영적.
7ㄱ 교성 88:70, 74~82,

117~120.
ㄴ 안내금식하다, 금식.
ㄷ 안내여호와.

ㄹ 안내창조하다, 창조.
8ㄱ 교성 38:32; 39:15;

43:16; 110:9~10. 
안내엔다우먼트.

9ㄱ 눅 24:49.
10ㄱ 안내선지자 학교.

ㄴ 안내다툼.
12ㄱ 요 15:10.

ㄴ 요1 2:10, 15.



거룩한소망을내게 ㄱ바치는일을위
하여 내게 헌납되게 하라. 너희 주가
이르노라.

17 그리고 안뜰의 윗부분은 나의
사도들의 학교를 위하여 내게 헌납

되게 하라. 아들 ㄱ아만 또는 다른 말
로 하면 알푸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오메구스곧너희 ㄴ주예수그리스도
가이르노라. 아멘.

224교리와 성약 95:17~96:6

16ㄱ 교성 59:9~14.
17ㄱ 교성 78:20.

ㄴ 안내주.

96 1ㄱ 사 33:20; 54:2. 
안내스테이크.

4ㄱ 교성 78:3~4. 

안내협동교단.

하는 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지혜를
좇아 그 곳을 여러 부지로 분할되게
할지어다.

4 그러므로너희는삼가주의를기
울여이일을처리하고, 또사람의자
녀들에게 나의 말을 가져다주는 그
목적을 위하여 나의 ㄱ교단을 유익하
게 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그 부분
도처리하라.

5 이는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
게 이르노니, 너희 유익을 위하여 사
람의 자녀들의 마음을 제어할 목적
으로 나의 말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내게 가장 필요
함이니라. 참으로그러하도다. 아멘.

6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
게이르노라. 이것이지혜요, 내게필
요한일이니, 곧나의종존존슨은－

1, 시온의커틀랜드스테이크는강화
되어야 함. 2~5, 감독이 성도를 위하
여기업을분배해야함. 6~9, 존존슨
은협동교단의일원이되어야함.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
와, 지혜가 여기에 있나니, 이

로써 너희가 이 문제에 관하여 어떻
게행하여야할지알수있으리라. 이
는 시온의 힘을 위하여 내가 세운 이
ㄱ스테이크가 강화됨이 내게 필요함
이니라.

2 그러므로 나의 종 뉴얼 케이 휘
트니는 너희 가운데 거명된 곳을 관
리할지니, 나는 그 곳에 나의 거룩한
집지을것을계획하고있느니라.

3 그리고 또, 너희 가운데 열릴 평
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기업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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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제물을 내가 받아들였고 그의
기도를 내가 들었은즉, 이제부터 그
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만큼, 그에게
내가영생의약속을주노니,

7 이는 그가 ㄱ요셉의 후손이요, 그
의 조상들에게 맺은 약속의 축복에
참여할자임이라－

8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
와, 사람의 자녀들에게 나의 말을 가

져다주는 일을 도울 수 있도록 그가
교단의 일원이 되는 것이 내게 필요
하니라.

9 그러므로너희는그를이축복에
성임할지니라. 그리고 그는 너희 가
운데 거명된 집에 걸려 있는 저당권
제거하기를 부지런히 구하여 그 곳
에 거하도록 할지니라. 참으로 그러
하도다. 아멘.

7ㄱ 안내요셉, 야곱의 아들.
97 1ㄱ 안내시온.
2ㄱ 마 5:5; 

모사 3:19.
3ㄱ 안내선지자 학교.

뜻을 너희에게 보이려고 나의 음성
곧 나의 영의 음성으로 너희에게 말
하노니, 그들 가운데 많은 자가 진실
로 겸손하며 지혜를 배우고자 또 진
리를 찾고자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
도다.

2 진실로진실로내가너희에게이
르노니, 그러한자는복이있나니, 이
는그들이얻을것임이라. 이는나주
가 ㄱ온유한자모두에게그리고누구
든지 내가 원하는 자 모두에게 자비
를 보임이니, 그리함은 내가 그들을
심판받게 할 때에 내가 의롭다 함을
얻으려함이니라.

3 보라, 내가 시온에 있는 ㄱ학교에

1~2, 시온(미주리주잭슨군)에있는
성도 가운데 많은 사람은 그들의 충
실함으로복을받음. 3~5, 팔리피프
랫은 시온에 있는 학교에서 일한 것
에 대하여 칭찬을 받음. 6~9, 자신의
성약을 지키는 자는 주께서 받아들
이심. 10~17, 마음이 순결한 자가 하
나님을 보게 될 집이 시온에 건축되
어야 함. 18~21, 시온은 마음이 청결
한 자임. 22~28, 만일 시온이 충실하
면주의징계를피할것임.

진실로 내가 너희, 나의 친구들
에게 이르거니와, 나는 ㄱ시온

땅에 있는 너희 형제들에 관한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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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년8월2일오하이오주커틀랜드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를통하여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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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있었고1833년7월23일잭슨군을떠나기로하는합의서에강제로서명하
게되었다.



관하여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주는
시온에 학교가 있음을 기뻐하며 그
리고 또한 나의 종 ㄴ팔리 피 프랫을
기뻐하나니, 이는 그가 내 안에 거함
이니라.

4 그리고 그가 계속하여 내 안에
거하는 만큼, 내가 그에게 다른 명령
을 줄 때까지 계속하여 그는 시온의
땅에있는학교를감리할지니라.

5 또모든경전과비밀들을해석하
여 시온에 있는 학교와 교회의 교화
에 있어 그에게 많은 복을 더하여 축
복하리라.

6 그리고학교의나머지에게나주
는 기꺼이 자비를 보이고자 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ㄱ징계 받
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자들이 있나니,
그들의행실이알려지리라.

7 ㄱ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ㄴ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
다찍혀불에던져지리라. 나주가이
를말하였느니라.

8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가운데에자기의ㄱ마음이ㄴ정직
하며 상하여 있고 자기의 심령이 통
회하는줄알며ㄷ희생－참으로, 나주
가 명하게 될 모든 희생으로 자신의
성약을 ㄹ기꺼이 지키려 하는 자－그
들모두는내게ㅁ받아들여지느니라.

9 이는 나 주가 그들로 맑은 시냇
가, 좋은땅에심겨져많은귀한열매
를 생산하는 심히 열매가 풍성한 나
무같이결실을맺게하려함이니라.

10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내가 너희에게 준 ㄱ방식과 같이,
시온 땅에 나를 위하여 ㄴ집 한 채가
건축되는것이나의뜻이니라.

11 그러하도다, 나의백성의십일조
로그집이속히건축되게할지어다.

12 보라, 이는 시온의 구원을 위하
여 나를 위한 ㄱ집 한 채가 건축되게
하려고 나 주가 그들 손에 요구하는
ㄴ십일조요희생이니－

13 그 집은 모든 성도를 위한 ㄱ감
사드리는 장소로, 그들 각자의 모든
부름과 직분에서 성역의 일을 수행
하도록 부름을 받은 모든 자를 위한
가르침의장소로삼으려는것이요,

14 그리하여 그들의 성역을 ㄱ이해
함에 있어서, 이론에 있어서, 원리에
있어서, 교리에 있어서, 땅위에 있는
ㄴ하나님의 왕국에 관련된 일체의 일
에 있어서 그들로 온전하게 되게 하
려는 것이니, 그 왕국의 ㄷ열쇠는 너
희에게부여되었느니라.

15 그리고 나의 백성이 주의 이름
으로나를위하여집한채를짓고어
떠한 ㄱ부정한것도그안에들어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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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ㄴ 안내프랫, 팔리 파커.
6ㄱ 안내징계하다, 징계.
7ㄱ 마 3:10.
ㄴ 눅 6:43~45; 

앨 5:36, 52; 
3니 14:15~20.

8ㄱ 안내상한 마음.
ㄴ 안내정직한, 정직.

ㄷ 안내희생.
ㄹ 교성 64:34.
ㅁ 교성 52:15; 132:50.

10ㄱ 교성 115:14~16.
ㄴ 교성 57:3; 

88:119; 124:51.
12ㄱ 안내성전, 주의 집.

ㄴ 안내십일조, 십일조를

냄.
13ㄱ 안내감사한, 감사,

감사드림.
14ㄱ 안내이해.

ㄴ 안내하나님의 왕국 또는
천국.

ㄷ 안내열쇠, 신권의.
15ㄱ 교성 94:9; 10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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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납하지 아니하여 그 집이 더럽혀
지지 않게 하는 만큼, 나의 ㄴ영광이
그위에머물것이요,

16 참으로 나의 ㄱ임재가 그 곳에
있으리니, 이는내가그안에들어갈
것임이라. 그리고그안에들어올자
로서마음이 ㄴ청결한자는모두하나
님을보리라.

17 그러나 그 집이 더럽혀지면, 나
는 그 안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요,
나의 영광도 그 곳에 있지 아니하리
니, 이는 내가 거룩하지 아니한 성전
에는들어가지아니할것임이니라.

18 그리고 이제 보라, 만일 시온이
이일들을행하면시온은 ㄱ번성하며,
퍼져서 심히 영화롭고 심히 크고 심
히두렵게되리라.

19 그리고땅의 ㄱ민족들이그를존
경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정녕 ㄴ시
온은 우리 하나님의 성이요, 정녕 시
온은 무너지거나 그 자리에서 옮겨
질 수도 없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며주의손이거기계심이라.

20 또 주는 자기의 능한 권세로써
시온의구원과그높은 ㄱ탑이되시기
로맹세하셨도다하리라.

21 그러므로 진실로 이같이 주가
이르노니, ㄱ시온은 기뻐하라. 무릇
시온은이것이니－마음이 청결한 자

라. 그러므로 시온은 기뻐하라. 한편
으로는모든악인이애통하리라.

22 이는 보라 그리고 바라보라,
ㄱ앙갚음이 회오리바람같이 경건하
지 아니한 자에게 속히 임하나니, 누
가이를피하겠느냐?

23 주의 ㄱ징벌이 밤낮으로 지나갈
것이요, 그 소문이 모든 백성을 괴롭
히리니, 참으로 주가 오기까지는 멈
추지아니하리라.

24 이는 그들의 가증함과 그들의
모든 악한 행위에 대하여 주의 분노
가불붙었음이니라.

25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온은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무엇이든지
다지켜행하면, ㄱ피하리라.

26 그러나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무엇이든지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나는 그의 모든 행위에 따라 심한 고
난으로, ㄱ전염병으로 역병으로 칼로
ㄴ앙갚음으로 ㄷ소멸하는불로그에게
ㄹ보응하리라.

27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주가 그
의 제물을 받아들였고, 만일 그가 다
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들은 ㄱ하나도 그에게 임하지 아니
할것을이번한번만그의귀에읽어
줄지어다.

28 그리고 나는 시온에게 그리고

15ㄴ 학 2:7; 교성 84:5.
16ㄱ 교성 110:1~10.

ㄴ 마 5:8; 
교성 67:10~13; 88:68. 
안내순수한, 순수.

18ㄱ 교성 90:24; 100:15.
19ㄱ 사 60:14; 슥 2:10~12;

교성 45:66~70; 49:10.

ㄴ 안내새 예루살렘.
20ㄱ 삼하 22:3.
21ㄱ 모세 7:18. 

안내순수한, 순수; 시온.
22ㄱ 안내복수.
23ㄱ 사 28:14~19; 

교성 45:31.
25ㄱ 니후 6:13~18; 

교성 63:34; 
조마 1:20.

26ㄱ 눅 21:10~13.
ㄴ 말 4:1~3; 

3니 21:20~21.
ㄷ 욜 1:15~20.
ㄹ 교성 84:54~59.

27ㄱ 겔 18:27.



그의 여러 세대에게 영원무궁토록
많은 복에 복을 더하여 여러 축복으

로 ㄱ축복하리라. 주 너희 하나님이
이르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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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ㄱ 안내축복하다, 축복
받은, 축복.

98 1ㄱ 교성 68:6.

ㄴ 안내감사한, 감사,
감사드림.

2ㄱ 시 27:14; 사 30:18~19;

교성 133:45.
3ㄱ 교성 122:7. 

안내역경.

너희 마음에 위로를 얻으라. 참으로
항상기뻐하고범사에ㄴ감사하라.

2 끈기 있게 주를 ㄱ기다리라. 이는
너희 기도가 사바오스의 주의 귀에
들어왔고－주께서맹세하시고그기
도한 것이 허락될 것을 명하셨다－
하는 이 인봉과 증언과 함께 기록되
었음이니라.

3 그러므로 그는 그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리라는불변하는성약과함
께 이 약속을 너희에게 주느니라. 그
리고너희가 ㄱ고난받은모든일들은
너희 유익을 위하여 함께 역사하며,
내 이름의 영광이 되리라. 주가 이르
노라.

4 그리고이제진실로내가나라의
법률에 관하여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의 백성에게 명한 것은 무엇
이든지 내 백성이 다 지켜 행하는 것
이나의뜻이니라.

1~3, 성도들의 고난은 그들의 유익
이 될 것임. 4~8, 성도는 그 땅의 헌
법을옹호해야만함. 9~10, 정직하고
현명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세속 정
부에서 일하도록 지지되어야 함.
11~15, 주의 대업에 목숨을 버리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임. 16~18, 전
쟁을 거부하고 평화를 선포하라.
19~22, 커틀랜드에 있는 성도들이
책망을 받고, 회개하라는 명을 받음.
23~32,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가해
진 박해와 고난에 적용되는 그의 율
법을 계시하심. 33~38, 전쟁은 주께
서 명하실 때에만 정당화됨. 39~48,
성도들은 그들의 원수를 용서해야
하며 그들도 만일 회개하면 또한 주
의앙갚음을피할것임.

진실로 내가 너희, 나의 친구들
에게 이르노니, ㄱ두려워 말라.

제 98 편

1833년8월6일오하이오주커틀랜드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를통하여주신
계시(교회사 1:403~406). 이 계시는 미주리에 있는 성도에게 닥친 박해의 결
과로 주신 것이다.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한 재산을 잃은 미주리에 있
는성도가보복하고복수하고자하는마음이생기는일은자연스러운것이었
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 계시를 주셨다. 미주리에서의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
의 소식은 의심할 여지없이 (1440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커틀랜드에 있는 선
지자에게 전해졌을 것이지만, 오직 계시에 의해서만 이 날짜에 그 상황의 심
각성이그에게알려질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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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리고 권리와 특권을 유지함으
로써 저 자유의 원칙을 지지하는 이
땅의 ㄱ법률 곧 ㄴ헌법은 모든 인류에
게속하는것이요, 또내앞에서의롭
다함을얻을수있는것이니라.

6 그러므로 나 주는 이 땅의 헌법
인 그 법을 옹호하는 너희와 나의 교
회의너희형제들을의롭다하노니,

7 사람의법에관하여말하건대무
엇이든지 이에 더하거나 미치지 못
하는것은악에서나는것이니라.

8 나 주 하나님이 너희를 ㄱ자유롭
게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진정 자
유로우며, 법률 또한 너희를 자유롭
게하느니라.

9 그럼에도 불구하고 ㄱ악인이 통
치할때백성은애통하느니라.

10 그런즉 ㄱ정직한 사람과 현명한
사람을 부지런히 찾아 구해야 하고,
너희는 선한 사람과 현명한 사람을
지지해야 하나니, 그렇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
은악에서나느니라.

11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모든 악을
버리고 모든 선을 붙들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ㄱ말씀으로 살
지어다.

12 이는 그가 충실한 자에게 말씀
에말씀을, 교훈에교훈을더하여ㄱ줄
것임이요, 또이로써내가너희를ㄴ시
험하고또너희를입증할것임이라.

13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
하여나의대업에자기목숨을 ㄱ버리
는 자는 그것을 다시 찾으리니 곧 영
원한생명이니라.

14 그러므로 너희 원수를 ㄱ두려워
말라. 이는 너희가 합당한 자로 나타
날수있도록참으로 ㄴ죽음에이르기
까지 나의 성약에 거하려 하는지 모
든일에내가너희를 ㄷ시험하기로내
마음에 법령으로 정하여 놓았음이
라. 주가이르노라.

15 이는 만일 너희가 나의 성약에
거하려 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내게
합당하지아니함이니라.

16 그러므로 ㄱ전쟁을 ㄴ거부하고
ㄷ평화를선포하며, 자녀의마음을그
들의 아버지들에게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ㄹ돌이키게 하기
를부지런히구하라.

17 그리고 또, ㄱ유대인의 마음을
선지자들에게로, 그리고 선지자들의
마음을유대인에게로돌이키게하기
를 부지런히 구하라. 돌이키지 아니
하면, 두렵건대내가와서온땅을저

5ㄱ 벧전 2:13~14; 
교성 58:21; 134:5.

ㄴ 교성 101:77~80;
109:54. 
안내헌법; 해방.

8ㄱ 요 8:32; 고후 3:17. 
안내선택의지;
자유로운, 자유.

9ㄱ 잠 29:2.
10ㄱ 안내정직한, 정직.

11ㄱ 신 8:3; 마 4:4; 
교성 84:43~44.

12ㄱ 사 28:10; 
교성 42:61.

ㄴ 아브 3:25~26.
13ㄱ 눅 9:24; 

교성 101:35~38;
103:27~28. 
안내순교자, 순교.

14ㄱ 느 4:14; 교성 122:9.

ㄴ 계 2:10; 
교성 136:31, 39.

ㄷ 교성 124:55.
16ㄱ 안내전쟁.

ㄴ 앨 48:14. 
안내화평케 하는 이.

ㄷ 안내평화.
ㄹ 말 4:5~6; 

교성 2:1~2.
17ㄱ 안내유대인.



주로 쳐서 모든 육체가 내 앞에서 소
멸될까하노라.

18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 집에는 ㄱ거할 곳이
많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였음이니, 내 아버지와 내가
있는곳에너희도있게되리라.

19 보라, 나 주는 커틀랜드의 교회
에 있는 많은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
노라.

20 이는 그들이 그들의 죄와 그들
의악한길, 그들마음의교만과그들
의 탐욕과 그들의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
에게 준 지혜와 영생의 말씀을 지키
지아니함이니라.

21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만일 그들이 회개하여 내가 그들
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모든 것
을 다 준행하지 아니하면 나 주는 그
들을 ㄱ징계할 것이요, 내가 하고자
하는것은무엇이든지행하리라.

22 그리고 거듭 내가 너희에게 이
르노니,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지켜 ㄱ행하
면, 나주는모든진노와분노를너희
에게서돌이킬것이요, ㄴ지옥문이너
희를이기지못하리라.

23 이제 나는 너희 가족에 관하여
너희에게 말하노니－만일 사람들이
너희나 너희 가족을 한 번 ㄱ쳤는데

너희가 그것을 끈기 있게 참고 그들
에게 욕하거나 복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보상을받으리라.

24 그러나 만일 너희가 끈기 있게
그것을 참지 아니하면, 그것은 너희
에게 공정한 분량으로 너희에게 ㄱ헤
아려준바된것으로간주되리라.

25 그리고또, 만일너희원수가두
번째 너희를 쳤는데 너희가 너희 원
수에게 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끈
기 있게 참으면, 너희 상은 백 배가
되리라.

26 그리고또, 만일그가너희를세
번째쳤는데너희가그것을 ㄱ끈기있
게참으면, 너희상은사배로배가되
리라.

27 그리고 이 세 가지 증언들은 너
희 원수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
원수를 대적하여 설 것이요, 지워지
지아니하리라.

28 그리고 이제, 진실로 내가 너희
에게 이르노니, 만일 그 원수가 나의
보복을 피하여 내 앞에서 심판받게
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너희는 삼가
내 이름으로 그에게 ㄱ경고하여 너희
에게나 너희 가족에게 곧 너희 자녀
의 자녀 삼사 대에 이르도록 다시는
공격해오지말라할지니라.

29 그러고 나서 만일 그가 너희에
게나 너희 자녀나 너희 자녀의 자녀
삼사 대에 이르도록 공격해 오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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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ㄱ 요 14:2; 
교성 59:2; 76:111; 81:6.

21ㄱ 모사 23:21; 힐 12:3. 
안내징계하다, 징계.

22ㄱ 안내순종, 순종하는,
순종하다.

ㄴ 마 16:17~18; 
교성 33:12~13.

23ㄱ 눅 6:29; 
앨 43:46~47. 
안내박해하다, 박해.

24ㄱ 마 7:1~2.

26ㄱ 안내인내.
28ㄱ 안내경고하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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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네 원수를 이미 네 손에 넘겨주었
느니라.

30 그러고 나서 만일 네가 그를 살
려주면, 너는네의로말미암아상을
받을것이요, 또한네자녀와네자녀
의 자녀 삼사 대에 이르기까지도 상
을받으리라.

31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원수는
네손안에있은즉, 만일네가그의행
위대로그에게갚을지라도너는의롭
다함을얻나니, 만일그가네생명을
노렸고 네 생명이 그로 인하여 위험
에처해있으면, 네원수는네손안에
있고, 너는의롭다함을얻느니라.

32 보라, 이것이내가나의종니파
이와네 ㄱ조상요셉과야곱과이삭과
아브라함과 그리고 나의 모든 옛 선
지자들과사도들에게준율법이니라.

33 그리고또, 내가나의옛백성에
게 준 ㄱ율법이 이러하니, 곧 나 주가
그들에게 명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들은 어떤 나라나 족속이나 방언이
나 백성도 대적하여 싸우러 나가지
말라하는것이었느니라.

34 그리고 만일 어떤 나라나 방언
이나백성이그들에게싸움을선포하
면, 그들은 먼저 그 백성이나 나라나
방언에게ㄱ평화의기를세울것이요,

35 만일 그 백성이 평화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들
은 이 증언들을 주 앞에 가져와야 하
였느니라.

36 그러고 나면 나 주는 그들에게
명령을 주어 그 나라나 방언이나 백
성을 대적하여 싸우러 나아가는 그
들을의롭다하였느니라.

37 그리고 나 주가 그들의 싸움과
그들의 자녀의 싸움과, 그들의 자녀
의 자녀 싸움을 ㄱ싸우되, 그들이 그
들의 모든 원수에게, 삼사 대에 이르
도록원수를갚기까지하였느니라.

38 보라, 이것은 내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한 모든 백성에게 주는
한 본이니라. 주 너희 하나님이 이르
노라.

39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
게이르노니, 만일네원수가첫번째
너를공격하고난후에그가회개하고
네게로 와서 너의 용서를 구하면, 너
는 그를 용서하고 다시는 이를 네 원
수에대한증거로간직하지말지며－

40 두번, 세번에이르기까지그같
이 하고, 또 네 원수가 네게 범한 잘
못을회개할때마다너는그를 ㄱ용서
하되, 일곱 번씩 일흔 번까지 그리할
지니라.

41 그리고 만일 그가 첫 번째 네게
잘못을 범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거
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를 용
서할지니라.

42 그리고 만일 그가 두 번째 네게
잘못을범하고도회개하지아니하거
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를 용
서할지니라.

43 그리고 만일 그가 세 번째 네게

32ㄱ 교성 27:10.
33ㄱ 신 20:10; 

앨 48:14~16.

34ㄱ 교성 105:38~41.
37ㄱ 수 23:10; 

사 49:25.

40ㄱ 마 18:21~22; 
교성 64:9~11. 
안내용서하다.



잘못을범하고회개하지아니할지라
도너는그를또한용서할지니라.

44 그러나 만일 그가 네 번째 네게
잘못을 범하면, 너는 그를 용서하지
말 것이요, 이 증언들을 주 앞으로 가
져올지니, 그가회개하여네게잘못을
범한 모든 일을 사 배로 갚기 전에는
그것들이지워지지아니하리라.

45 그리고 만일 그가 이를 행하면,
너는 네 온 마음을 다하여 그를 용서
할것이요, 만일그가이를행하지아
니하면, 나주가네원수에게백배로
네원수를ㄱ갚되,

46 또 나를 미워하는 모든 그의 자
녀에게 또 그의 자녀의 자녀에게,

ㄱ삼사대에이르기까지그리하리라.
47 그러나만일그자녀또는그자

녀의 자녀가 회개하고 그들의 온 마
음을 다하고 그들의 온 능력과 뜻과
힘을다하여주그들의하나님께 ㄱ돌
이켜 그들이 범하였거나 또는 그들
의 아버지들이 범하였거나 그들의
아버지들의아버지들이범한그들의
모든 잘못을 사 배로 갚으면, 그리하
면너의분노를돌이킬지니,

48 ㄱ보복이 다시는 그들에게 임하
지아니할것이요, 주네하나님이이
르노니, 그들의 잘못은 그들에 대한
증언으로 결코 다시는 주 앞에 제출
되지아니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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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ㄱ 몰 8:20.
46ㄱ 신 5:9~10.
47ㄱ 모사 7:33; 

몰 9:6.

48ㄱ 겔 18:19~23.
99 1ㄱ 안내박해하다, 박해.
2ㄱ 마 10:40.
ㄴ 고전 2:4~5.

3ㄱ 마 18:1~6.
ㄴ 안내하나님의 왕국 또는

천국.
ㄷ 안내자비로운, 자비.

민에게 나의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
도록부름을받았느니라.

2 그리고 너를 ㄱ영접하는 자는 나
를 영접하는 것이니, 너는 나의 성령
의 ㄴ나타나심으로 나의 말을 선포할
권능을가지게되리라.

3 그리고 ㄱ어린아이와 같이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의 ㄴ왕국을 영접하
는것이니, 그들에게복이있도다. 이
는그들이ㄷ자비를얻을것임이라.

1~8, 존 머독은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음, 그리고 그를 영접하는
자는 주를 영접하는 것이며 자비를
얻을것임.

보라, 이같이 주가 나의 종 존 머
독에게 이르노니－너는 동쪽

지방들로 가서 집에서 집으로, 마을
에서 마을로, 도시에서 도시로 다니
며 ㄱ박해와 악행 가운데 그 곳의 주

제 99 편

1832년 8월 오하이오 주 하이럼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존 머독에
게 주신 계시. 1876년판부터 교리와 성약의 여러 판에는 이 계시가 1833년 8
월 커틀랜드에서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이전 판과 다른 역사 기록은 올
바른정보를증명해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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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리고 너를 거절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와 그의 집에서 ㄱ거절당하리
니, 너는 그들에 대한 증거로 도중에
은밀한곳에서네발을ㄴ깨끗이하라.

5 그리고 보라, 또 바라보라, 나는
경전의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과같이, 그들이나를거스려범한그
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행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ㄱ심판하러 속히
ㄴ오리라.

6 그리고 이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마련하고그들을친절하게시온
의감독에게올려보내기까지는네가
가는것이필요하지아니하도다.

7 그리고 몇 년 후에 만일 네가 내
게 원하면, 너는 네 기업을 소유하기
위하여 또한 좋은 땅으로 올라가도
좋으니라.

8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ㄱ데려감
을 입기까지 나의 복음 선포하기를
계속할지니라. 아멘.

4ㄱ 요 12:44~50.
ㄴ 교성 75:19~22.

5ㄱ 유 1:14~15. 
안내예수 그리스도－

심판자.
ㄴ 교성 1:11~14.

8ㄱ 마 19:29.
100 1ㄱ 안내 리그돈, 시드니.

ㄴ 안내스미스, 조셉, 이세.
4ㄱ 안내구원.
5ㄱ 힐 5:18; 

교성 68:3~4.

내안에모든권능이있음이니라.
2 그러므로 나를 따르고, 내가 너

희에게줄권고를귀담아들으라.
3 보라, 또바라보라, 나는이곳에,

이 주변 지역에 나의 백성을 많이 가
지고있나니, 이동쪽땅에서이주변
의지역에효과적인문이열리리라.

4 그러므로 나 주는 너희가 이 곳
에 오는 것을 용납하였나니, 이는 이
와 같이 그 일이 여러 영혼의 ㄱ구원
을위하여내게필요하였음이니라.

5 그러므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백성에게 너희 목소리
를 높이고 내가 너희 마음에 넣어줄
생각을 ㄱ말하라. 그리하면너희는사

1~4, 조셉과 시드니는 영혼의 구원
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해야 함. 5~8,
그들이 말해야 할 것이 바로 그 시각
에 그들에게 주어질 것임. 9~12, 시
드니는 대변자가 되어야 하고 조셉
은계시자가되어야하며, 힘있게간
증하는 자가 되어야 함. 13~17, 주께
서 순결한 백성을 일으키실 것이며
순종하는자는구원을얻을것임.

진실로 이같이 주가 너희, 나의
친구 ㄱ시드니와 ㄴ조셉에게 이

르노니, 너희 가족은 평안하도다. 그
들은내손안에있고나보기에좋은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이는

제 100 편

1833년 10월 12일 뉴욕 주 페리스버그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
그돈에게 주신 계시(교회사 1:416, 419~421). 며칠 동안 자기 가족과 떨어져
있던이두형제는가족의안부를조금염려하고있었다.



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
니하리라.

6 이는 너희가 말할 바가 바로 그
시각에, 참으로 바로 그 순간에 너희
에게ㄱ주어질것임이니라.

7 그러나 한 가지 명령을 내가 너
희에게 주노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
로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든
일에있어서엄숙한마음으로, ㄱ온유
한심령으로ㄴ선포할지니라.

8 그리고나는이약속을너희에게
주노니, 곧너희가이를행하는만큼,
ㄱ성신이 임하여 무엇이든지 너희가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해 증언해 주시
리라.

9 그리고 너, 나의 종 시드니가 이
백성에게 ㄱ대변자가 됨이 내게 필요
하도다. 그러하도다. 진실로내가너
를 이 부름에 성임하리니, 곧 나의
종 조셉을 위한 대변자가 되는 것이
니라.

10 그리고 나는 그에게 권능을 주
어 힘 있게 ㄱ간증하는 자가 되게 하
리라.

11 그리고 나는 네게 권능을 주어
모든경전을해석함에 ㄱ능한자가되
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에게 대변자

가 되고 그는 네게 ㄴ계시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요, 땅에 있는 나의 왕국
의 일에 관련된 모든 것의 확실함을
알게하려는것이니라.

12 그러므로 너희 여행을 계속하
라. 그리고 너희 마음으로 기뻐하라.
이는보라, 또바라보라, 나는끝까지
너희와함께있느니라.

13 그리고이제내가너희에게 ㄱ시
온에관하여한마디말을주노라. 시
온은 비록 잠시 동안 징계를 받으나
ㄴ구속되리라.

14 네 형제들 나의 종 올슨 ㄱ하이
드와 존 굴드는 내 손 안에 있나니,
그들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만큼, 그
들은구원을얻으리라.

15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위로를
받을지어다. 무릇 ㄱ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여올바르게걷는자들에게선
을, 그리고교회의성결을이루리라.

16 이는내가나자신을위하여, 의
롭게나를섬길 ㄱ순결한백성을일으
킬것임이니라.

17 그리고주의이름을 ㄱ부르며그
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으리라. 참으로그러하도다. 아멘.

234교리와 성약 100:6~17

6ㄱ 마 10:19~20; 
교성 84:85.

7ㄱ 안내온유한, 온유.
ㄴ 교성 84:61.

8ㄱ 니후 33:1~4.
9ㄱ 출 4:14~16; 

니후 3:17~18; 

교성 124:103~104.
10ㄱ 안내증언하다.
11ㄱ 앨 17:2~3.

ㄴ 교성 124:125.
13ㄱ 안내시온.

ㄴ 교성 84:99; 
105:9~10, 31, 37.

14ㄱ 안내하이드, 올슨.
15ㄱ 롬 8:28; 

교성 90:24; 105:40.
16ㄱ 안내순수한, 순수.
17ㄱ 욜 2:32; 

앨 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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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년 12월 16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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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성도는 자신들의 범법으로 말
미암아 징계를 받으며 고난을 받음.
9~15, 주의분노가민족들위에내릴
것이나 그의 백성은 모여 위로를 받
을 것임. 16~21, 시온과 그 스테이크
들이 세워질 것임. 22~31, 복천년 동
안의 삶의 본질이 설명됨. 32~42, 그
때에 성도는 복을 받고 보상을 받을
것임. 43~62, 귀인과 감람나무의 비
유는 시온의 고난과 종국적인 구속
을 의미함. 63~75, 성도는 집합하기
를 계속할 것. 76~80, 주께서 미합중
국의헌법을제정하셨음. 81~101, 성
도는 여인과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에 따라 부당함에 대한 시정을 끈질
기게청원해야함.

진실로내가 고난을 받으며 ㄱ박
해를받고자기기업의땅에서

ㄴ쫓겨난 너희 형제들에 관하여 너희
에게이르노니－

2 그들의 ㄱ범법의 결과로 나 주는
그들이 겪은 ㄴ고난이 그들에게 임하

는것을용납하였느니라.
3 그러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그들은 내가 와
서 나의 보석을 모으는 그 날에 ㄱ나
의것이되리라.

4 그러므로 자기 외아들을 바치라
는명을받은 ㄱ아브라함같이, 그들은
반드시 ㄴ징계를 받고 시험을 받아야
할필요가있느니라.

5 무릇 ㄱ징계를 견디려 하지 아니
하고나를부인할자는모두 ㄴ성결하
게될수없도다.

6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 가운데 알력과 ㄱ다툼과 ㄴ시기
와 싸움과 ㄷ육욕과 탐욕이 있었느니
라. 그러므로 이러한 일로 그들이 자
신들의기업을더럽혔느니라.

7 그들이주그들의하나님의음성
ㄱ듣기를더디하였으니, 그러므로그
들의 환난의 날에 주 그들의 하나님
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에게
응답하기를더디하시느니라.

8 그들이평화의날에는그들이나

101 1ㄱ 안내박해하다, 박해.
ㄴ 교성 103:1~2, 11;

109:47.
2ㄱ 모사 7:29~30; 

교성 103:4; 105:2~10.
ㄴ 교성 58:3~4.

3ㄱ 사 62:3; 말 3:17; 

교성 60:4.
4ㄱ 창 22:1~14; 야곱 4:5. 

안내아브라함.
ㄴ 교성 95:1~2; 136:31.

안내징계하다, 징계.
5ㄱ 마 10:32~33; 롬 1:16;

니후 31:14.

ㄴ 안내성결하게 됨.
6ㄱ 안내다툼.
ㄴ 안내시기.
ㄷ 안내탐욕.

7ㄱ 사 59:2; 
모사 11:22~25; 21:15;
앨 5:38.

계시(교회사 1:458~464). 이 당시 미주리 주에 집합했던 성도들은 심한 박해
를받고있었다. 폭도들은그들을잭슨군에있는집에서쫓아냈고그중일부
성도들은 반 버렌 군에 정착하려 하였으나 박해가 그들을 따랐다. 그 당시 대
부분의 성도들은 미주리 주 클레이 군에 있었다. 교회 회원 개개인에 대한 죽
음의위협도많았다. 사람들은가재도구, 의복, 가축그리고기타개인재산을
잃었고많은농작물이훼손당하였다.



의 권고를 가벼이 여기더니, 그러나
그들의 ㄱ환난의 날에는 그들이 부득
이나를더듬어ㄴ찾는도다.

9 진실로내가너희에게이르노니,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나의 심정
은 그들을 향한 ㄱ연민으로 가득 차
있도다. 나는 그들을 온전히 ㄴ던져
버리지아니할것이요, ㄷ진노의날에
자비를기억하리라.

10 나는 맹세하였고, 내가 너희에
게 준 이전의 명령으로써 나의 백성
을위하여나의분노의 ㄱ검이떨어지
게 하리라는 포고가 나아갔은즉, 내
가말한대로이루어지리라.

11 나의 분노는 머지않아 모든 나
라 위에 한량없이 쏟아지려니와, 그
들의 죄악의 잔이 ㄱ가득 찰 때에 나
는이를행하리라.

12 그리고 그 날에 ㄱ망대 위에서
발견되는 모든 자는,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모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으리라.

13 또흩어졌던자들은ㄱ모이리라.
14 또 ㄱ애통하였던모든자들은위

로를받으리라.
15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ㄱ목숨을 내어준 모든 자들은 면류관
을쓰게되리라.

16 그러므로 시온에 관하여는 너
희 마음에 위로를 받으라. 이는 모든
육체는내 ㄱ손안에있음이니, 가만히
있어내가하나님인줄ㄴ알라.

17 ㄱ시온은비록그자녀가흩어질
지라도 자기 자리에서 옮기우지 아
니하리라.

18 남은 자로서 마음이 청결한 자
들은돌아와그들의 ㄱ기업에이르러,
그들과 그들의 자녀가 영원한 기쁨
의 ㄴ노래를 부르면서 시온의 황폐한
곳을ㄷ일으켜세우리니－

19 이 모든 것은 선지자들의 말이
이루어지게하려함이니라.

20 그리고보라, 내가정한곳외에
다른 ㄱ곳은아무곳도정해지지아니
하며, 나의 성도가 집합하는 일을 위
하여 내가 정한 곳 외에 다른 어떠한
곳도정해지지아니할것이로되－

21 드디어 그들을 위한 자리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아니하는 날이 이르
면, 그때에나는그들에게정해줄다
른곳을가지고있나니, 그곳은시온
의 막 곧 힘을 위한 ㄱ스테이크라 불
리우리라.

22 보라, 나의 뜻은 이러하니, 곧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영원한 복
음에 따라 나를 경배하는 자들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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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ㄱ 힐 12:3.
ㄴ 행 17:27; 

앨 32:5~16.
9ㄱ 안내긍휼; 자비로운,

자비.
ㄴ 렘 30:11.
ㄷ 교성 98:21~22.

10ㄱ 교성 1:13~14.
11ㄱ 힐 13:14; 이더 2:9~11.
12ㄱ 안내살펴보다, 파수꾼.

13ㄱ 신 30:3~6; 니전 10:14.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집합.

14ㄱ 마 5:4.
15ㄱ 마 10:39. 

안내순교자, 순교.
16ㄱ 모세 6:32.

ㄴ 출 14:13~14; 
시 46:10.

17ㄱ 안내시온.

18ㄱ 교성 103:11~14.
ㄴ 사 35:10; 

교성 45:71. 
안내노래하다.

ㄷ 암 9:13~15; 
교성 84:2~5; 103:11.

20ㄱ 교성 57:1~4.
21ㄱ 교성 82:13~14; 

115:6, 17~18. 
안내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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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ㄱ집합하여거룩한곳에ㄴ서서,
23 장차 임할 계시를 위하여 준비

해야하나니, 그때에땅을덮는, 나의
성막 안에 있는 내 성전을 가린 ㄱ휘
장이 걷힐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함께
나를ㄴ보리라.

24 그리고 사람이거나 들의 짐승
이거나 공중의 새거나 바다의 고기
거나 온 지면 위에 거하는 모든 ㄱ썩
어질것들은다ㄴ소멸되리라.

25 그리고 또한 원소로 이루어진
것들은 뜨거운 열에 ㄱ녹을 것이요,
만물은 ㄴ새로워져서 나의 지식과
ㄷ영광이온땅위에있게되리라.

26 그리고그날에사람의 ㄱ적개심
과 짐승의 적개심, 참으로 모든 육체
의적개심이내앞에서ㄴ그치리라.

27 또 그 날에는 어떤 사람이 무엇
을구하든지다그에게주어지리라.

28 그리고 그 날에 ㄱ사탄은 어떠
한 사람도 유혹할 힘을 가지지 못하
리라.

29 그리고 죽음이 없으므로 ㄱ슬픔
도없으리라.

30 그 날에 ㄱ갓난아이는 늙기까지
죽지 아니하리니, 그의 생명은 나무

의나이와같으리라.
31 그리고 그가 죽을 때에 그는 잠

자지 않으리니 말하자면 땅 속에 있
지 아니할 것이요, 눈 깜박할 사이에
ㄱ변화되어 ㄴ붙들려 올려지리니, 그
의안식은영화로우리라.

32 그러하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
에게 이르노니, 주가 오는 그 ㄱ날에
그는그모든일을ㄴ드러내리니－

33 지나간 일들이나,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였던 ㄱ감추어진 일들이나,
땅의 일들, 무엇으로 땅을 만들었는
지와그의도와목적을－

34 지극히귀한일, 위에있는일과
아래에 있는 일, 땅 속과 땅 위와 하
늘에있는일들을드러내리라.

35 그리고내이름을위하여 ㄱ핍박
을 받고 신앙으로 견디는 모든 자들
은 비록 나를 ㄴ위하여 그들 생명을
버리도록부름을받을지라도그들은
이모든영광에참여하리라.

36 그런즉 ㄱ죽음에 이를지라도 두
려워 말지니, 이는 이 세상에서는 너
희 기쁨이 충만하지 아니하나, 내 안
에서너희ㄴ기쁨이충만함이니라.

37 그러므로 몸이나 몸의 생명을

22ㄱ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집합.

ㄴ 마 24:15; 
교성 45:32; 115:6.

23ㄱ 안내휘장.
ㄴ 사 40:5; 

교성 38:8; 93:1. 
안내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24ㄱ 교성 29:24.
ㄴ 습 1:2~3; 말 4:1; 

교성 88:94; 
조역 1:37.

25ㄱ 암 9:5; 벧후 3:10~14.
안내지구－지구가
깨끗하게 됨.

ㄴ 계 21:5.
ㄷ 안내복천년.

26ㄱ 사 11:6~9. 
안내적개심.

ㄴ 안내평화.
28ㄱ 계 20:2~3; 

니전 22:26; 
교성 88:110.

29ㄱ 계 21:4.
30ㄱ 사 65:20~22; 

교성 63:51.
31ㄱ 고전 15:52; 

교성 43:32.
ㄴ 살전 4:16~17.

32ㄱ 교성 29:11. 
안내복천년.

ㄴ 교성 121:26~28.
33ㄱ 안내하나님의 비밀.
35ㄱ 교성 63:20. 

안내박해하다, 박해.
ㄴ 교성 98:13.

36ㄱ 안내사망, 육체적.
ㄴ 안내기쁨.



염려하지 말고 ㄱ영혼과 영혼의 생명
을염려하라.

38 그리고항상주의얼굴을 ㄱ구하
라. 그리하여 ㄴ인내로써너희영혼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라. 그리하면 너
희는영생을얻으리라.

39 사람이나의 ㄱ영원한복음에부
름을 받고 또 영원한 성약으로써 성
약을 맺을 때에, 그들은 땅의 ㄴ소금
과사람의맛으로헤아림을받나니,

40 그들은 사람의 맛이 되도록 부
르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땅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보라,
이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아래 밟힐 뿐이
니라.

41 보라, 시온의 자녀에 관한 지혜
가 여기에 있느니라. 많은 자에 대한
것이나, 전부는 아니니라. 그들은 범
법자로밝혀졌나니, 그러므로그들은
반드시ㄱ징계받아야만하느니라－

42 자기를 ㄱ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ㄴ낮추는자는높아지리라.

43 그리고 이제, 나는 너희에게 한
비유를 보여 너희로 시온의 구속에
관한나의뜻을알게하려하노라.

44 어느 ㄱ귀인이 한 곳에 심히 좋
은 땅을 가지고 있어 자기 종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 심히 좋은 땅에
있는 나의 ㄴ포도원에 가서 감람나무
열두그루를심으라.

45 그리고 그 주위에 ㄱ파수꾼들을
세우고, 망대를 지어 한 사람으로 주
위의 땅을 살펴보게 하여 망대 위의
파수꾼이 되게 하고, 그리하여 원수
가 와서 나의 포도원의 열매를 노략
하여 가져가려 할 때에, 나의 감람나
무들이꺾이지않게하라.

46 이제 귀인의 종들이 가서 그 주
인이 그들에게 명한 대로 행하여, 감
람나무들을 심고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파수꾼들을 세우며 망대를
짓기시작하였더라.

47 그런데 그들이 아직 그 기초를
놓고 있을 동안 그들이 서로 말하기
시작하기를, 나의 주인에게 이 망대
가무슨필요가있느냐하고,

48 오랫동안 의논하며 서로 말하
기를, 지금은 평화로운 때이거늘 나
의 주인에게 이 망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49 이 돈을 돈 바꾸는 자들에게 주
면안될까? 이는이러한것들이필요
없음이니라하였더라.

50 그리고 서로 의견이 다른 동안
그들이 매우 게을러져서 그 주인의
명령을듣지아니하였더니,

51 이에원수가밤에와서 ㄱ울타리
를 허니, 귀인의 종들이 일어나 두려
워하며 도망한지라, 원수가 그들의
일한 것들을 망치고 감람나무들을
꺾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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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ㄱ 안내영혼.
38ㄱ 대하 7:14; 교성 93:1.

ㄴ 안내인내.
39ㄱ 안내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ㄴ 마 5:13; 교성 103:10.

41ㄱ 안내징계하다, 징계.
42ㄱ 옵 1:3~4; 

눅 14:11; 
힐 4:12~13.

ㄴ 눅 18:14. 
안내겸손한, 겸손.

44ㄱ 교성 103:21~22.
ㄴ 안내포도원, 주의.

45ㄱ 겔 33:2, 7; 
3니 16:18. 
안내살펴보다, 파수꾼.

51ㄱ 사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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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이제 보라, 그 귀인, 포도원의
주인이 그의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기를, 어찜이냐! 이큰재앙의까
닭이무엇이냐?

53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너희
가 행하였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
하여－너희가포도원을심고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담 위에 파수꾼
들을 세운 후에－망대도 짓고 망대
위에 파수꾼을 세워 나의 포도원을
위하여 망을 보며 원수가 너희에게
임할까염려하여잠들지아니하였어
야할것이아니냐?

54 그리고 보라, 망대 위의 파수꾼
은 원수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원
수를 보았으리니, 그리하였더라면
너희는 대비할 수 있었을 것이요, 원
수를 막아 그 울타리를 헐지 못하게
하여, 멸하는 자의 손에서 나의 포도
원을구할수있었으리라.

55 이에 포도원의 주인이 그 종들
중 하나에게 이르기를, 가서 나의 종
들의 나머지를 함께 모으고 내가 머
물도록 명한 자들만 제외하고 내 집
의 ㄱ모든 군사 곧 나의 전사들, 나의
청년들과 또한 나의 모든 종들 중에
중년인 자들 곧 내 집의 군사인 자들
을데리고,

56 너희는 곧바로 나의 포도원의
땅으로 가서 나의 포도원을 도로 찾
으라. 이는그것이나의것임이니, 내
가돈을주고그것을샀느니라.

57 그러므로 너희는 곧바로 나의

땅에 가서 나의 원수들의 담을 헐고
그들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파수꾼들을흩으라.

58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 너희
를 대적하는 만큼, 나의 원수들에게
나의 ㄱ원수를갚으라. 그리하여머지
않아 내가 나의 집의 나머지와 함께
와서그땅을차지하게하라.

59 이에 그 종이 자기 주인에게 이
르기를 어느 때에 이 일들이 있사오
리이까하거늘,

60 그가 자기 종에게 이르기를 내
가원할때이니, 너는곧바로가서내
가 네게 명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
하라.

61 그리고 이것은 네게 주는 나의
인이요 축복이 되리니－곧 내 집 가
운데 있는 충실하고 ㄱ지혜로운 청지
기요, 나의 왕국의 한 ㄴ통치자라 함
이니라.

62 이에 그의 종이 곧바로 가서 그
주인이 그에게 명한 것은 무엇이든
지 다 행하였고, ㄱ많은 날 후에 모든
일이이루어졌더라.

63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모든 교회 회원이 그들의 구원
을 위하여 올바르고 적절한 길로 인
도받기를 원하는 만큼, 그들 모두에
관한 내 안에 있는 지혜를 너희에게
보이리니－

64 이는 나의 성도를 함께 모으는
일이 계속되게 하려 함이요, 그리하
여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ㄱ거룩한

55ㄱ 교성 103:22, 29~30;
105:16, 29~30.

58ㄱ 교성 97:22~24; 105:15.

61ㄱ 교성 78:22.
ㄴ 마 25:20~23.

62ㄱ 교성 105:37.

64ㄱ 교성 87:8.



곳에 그들을 세우려 함이니, 이는
ㄴ추수할때가이르렀고내말은반드
시ㄷ이루어져야만함이니라.

65 그러므로 나는 밀과 ㄱ가라지의
비유대로 내 백성을 반드시 모아야
하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의 왕국
에 와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
을 때에, 밀은 곳간에 안전히 보관되
어 영생을 소유하고 ㄴ해의 영광으로
면류관을쓰게하려함이니라.

66 한편으로 가라지는 다발로 묶
일것이요, 그묶은줄은강하게되리
니, 이는 그것들이 꺼지지 않는 불에
ㄱ태워지게하려함이니라.

67 그러므로나는모든교회회원에
게 명령을 주노니, 그들은 내가 정한
곳에함께모이기를계속할지니라.

68 그러할지라도, 내가 이전의 계
명에 너희에게 이른 것같이, 서두르
거나 도망하여 ㄱ모이지 말고 도리어
너희 앞에 모든 것이 준비가 되게 할
지어다.

69 그리고 너희 앞에 모든 것이 준
비가 되도록 너희는 이 일들에 관하
여내가준그명령을준행하라－

70 그명령이이르거나또는가르치
기를, 내 성도의 집합의 시작을 위하
여내가시온땅이되도록정한땅주
변의지역에서돈으로매입할수있는
모든토지를돈을주고ㄱ매입하되,

71 잭슨 군과 그 주변의 여러 군에

서 매입할 수 있는 모든 토지를 매입
하고나머지는내손에맡기라.

72 이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
르노니, 모든 교회 회원은 그들의 돈
을모두모으라. 이일들을적절한때
에 행하고, ㄱ서둘러 행하지 말며, 살
펴 너희 앞에 모든 일이 준비가 되어
있게할지니라.

73 그리고 덕망이 높은 자들 곧 지
혜로운 자들을 지명하고, 그들을 보
내어이토지들을매입하게하라.

74 그리고 동부 여러 주에 있는 교
회들은 교회들이 세워질 때에 그들
이이권고를듣고행하기원하면, 토
지를 사서 그 곳에 함께 모여도 좋으
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은 시온을 세
울수있으리라.

75 스스로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교회가 나의 음성을 ㄱ기꺼이 듣고자
한다면지금이라도시온을구속하고
그 황폐한 곳을 일으켜 세워 다시는
무너지지 않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
참으로 풍성한 것이 이미 저장되어
있도다.

76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
거니와, 그 원수들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은, 이것이 나의 뜻이니, 너희를
다스리는 통치자의 위치에 있고 권
세를 가진 자들의 손을 빌어 그들이
보상과 회복을 계속 끈질기게 청원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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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ㄴ 교성 33:3, 7. 
안내추수.

ㄷ 교성 1:38.
65ㄱ 마 13:6~43; 

교성 86:1~7.
ㄴ 안내해의 영광.

66ㄱ 나 1:5; 
마 3:12; 
교성 38:12; 63:33~34.

68ㄱ 교성 58:56.
70ㄱ 교성 63:27~29.
72ㄱ 사 52:10~12.

75ㄱ 앨 5: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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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백성의법률과 ㄱ헌법에따라할
것이니라. 이것은 내가 세우도록 허
락하였으며 의롭고 거룩한 원칙에
따른모든육체의 ㄴ권리와보호를위
해유지되어야하나니,

78 이는 각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그에게 준 도덕적 ㄱ선택의지에 따라
미래에 관련된 교리와 원칙 안에서
행동하게 하여, 각 사람으로 하여금
ㄴ심판의날에자기자신의죄에대하
여ㄷ책임을지게하려는것이니라.

79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도 한 사
람이 다른 사람에게 속박됨은 옳지
아니하니라.

80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하여 나는
이땅의ㄱ헌법을제정하되바로이목
적으로 내가 일으켜 세운 현명한 자
들의손을빌어그리하였으며, ㄴ피흘
림으로써이땅을구속하였느니라.

81 이제내가시온의자녀를무엇에
비유할꼬? 나는 그들을 여인과 불의
한 재판관의 ㄱ비유에 비유하리니, 이
는 사람은 항상 ㄴ기도하여 낙심하지
말아야함이라. 비유는이러하니－

82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있었는데,

83 그 도시에 과부가 있어 그에게
와서 이르기를, 내 대적에게 나의 원
수를갚아주소서하되,

84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
가 후에 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나
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할지라도 이 과부가 나를 번거
롭게하니, 그가계속와서나를괴롭
게 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그 원수를
갚아주리라하였느니라.

85 이같이 나는 시온의 자녀를 비
유하리라.

86 그들은 재판관의 발아래 끈질
기게청원할지어다.

87 그리고 만일 그가 그들을 개의
치 아니하면 그들은 주지사의 발 아
래끈질기게청원할지어다.

88 그리고 만일 주지사가 그들을
개의치 아니하면 그들은 대통령의
발아래끈질기게청원할지어다.

89 그리고 만일 대통령이 그들을
개의치 아니하면 그때는 주가 일어
나 그의 ㄱ숨는 곳에서 나아와 그의
분노중에그나라를괴롭게하리라.

90 그리고 그의 때가 이르면, 그는
심히 불쾌히 여기고 맹렬히 노하여
사악하고 불충실하며 불의한 ㄱ청지
기들을끊어버리고그들에게그들의
분깃을 위선자와 ㄴ믿지 아니하는 자
들가운데에정하여주리니,

91 곧 바깥 어두운 곳이라. 거기서
ㄱ울고애곡하며, 이를갊이있으리라.

92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외침에

77ㄱ 안내정부.
ㄴ 안내해방.

78ㄱ 안내선택의지.
ㄴ 안내심판, 마지막.
ㄷ 안내책임지다, 책임질

수 있는, 책임질 수
있음.

80ㄱ 니후 1:7~9; 
교성 98:5~6. 안내헌법.

ㄴ 니전 13:13~19.
81ㄱ 눅 18:1~8.

ㄴ 안내기도.
89ㄱ 사 45:15; 

교성 121:1, 4; 123:6.

90ㄱ 안내청지기, 
청지기 직분.

ㄴ 계 21:8. 
안내믿지 않음.

91ㄱ 마 25:30; 
교성 19:5; 29:15~17;
124:8.



대하여 그들의 귀가 열리도록, 그리
하여 내가 그들에게 ㄱ자비를 베풀도
록, 그리하여 이러한 일이 그들에게
임하지않도록기도하라.

93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반드
시 이루어져야 하나니, 이는 모든 사
람으로 ㄱ변명할여지가없게하려함
이요,

94 지혜로운 자들과 통치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전에 도무지 ㄱ생각
해보지못한것을듣고알게하려함
이요,

95 내가 나아가 나의 사역, 나의
ㄱ기이한 사역을 이루고, 나의 일, 나
의 기이한 일을 수행하여, 사람들로
의인과 악인을 ㄴ분별하게 하려 함이
니라. 너희하나님이이르노라.

96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나의 종 시드니 길버트가 내가
나의백성에게정하여준나의 ㄱ창고
를 팔아 나의 원수들의 손에 넘김은
나의 계명과 나의 뜻에 어긋나는 일
이니라.

97 내가정하여준것이, 나의이름
을좇아스스로를 ㄱ일컫는자들의동
의에 의해 나의 원수들에 의하여 더
럽혀지지않게할지어다.

98 이는 이것이 나와 나의 백성에
대한 심히 크고 무거운 죄임이니, 내
가 이미 선포하였고 나라들 위에 곧
임할일들로인함이니라.

99 그러므로 나의 백성이 비록 그
곳에 거할 허락을 받지 못한다 할지
라도 내가 그들에게 정하여 준 것에
대하여 나의 백성이 권리를 주장하
며, 또 주장할 권리를 보유함이 나의
뜻이니라.

100 그러할지라도 나는 그들이 그
곳에 거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말하
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들이 나의 왕
국에 합당한 열매와 행위를 맺는 만
큼그곳에거하게될것임이니라.

101 그들은 세울 것이요, 다른 사
람이 그것을 ㄱ상속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포도원을 세우며 그 열매를
먹으리라. 참으로그러하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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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ㄱ 안내자비로운, 자비.
93ㄱ 롬 1:18~21.
94ㄱ 사 52:15; 

3니 20:45; 21:8.
95ㄱ 사 28:21; 

교성 95:4.
ㄴ 말 3:18. 

안내분별의 은사.
96ㄱ 안내창고.
97ㄱ 교성 103:4; 

112:25~26; 125:2.
101ㄱ 사 65:21~22. 

안내복천년.

제 102 편

1834년 2월 17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교회 최초의 고등평의회 조직에
관한회의록(교회사2:28~31). 원래의회의록은올리버카우드리장로와올슨
하이드장로가기록하였다. 이틀후에선지자에의하여회의록이수정되어고
등평의회에서 낭독되고 평의회에서 승인되었다. 십이사도 평의회에 관련된
30절에서 32절까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교리와 성약으로 출판하려고 이
편을준비하던1835년에그에의하여추가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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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어려움을해결하기위하여고등평의
회가 임명됨. 9~18, 사실 심리를 위
한 절차가 주어짐. 19~23, 평의회 회
장이 판결을 내림. 24~34, 항소의 절
차가설명됨.

이날계시에 의하여 대제사 스물
네 명의 총평의회가 조셉 스미

스이세의집에소집되어그리스도의
교회의 ㄱ고등평의회 조직에 착수하
였다. 이는 열두 사람의 대제사와 사
안의 필요성에 따라 한 사람 또는 세
사람의회장으로구성되어야한다.

2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중대
한 어려움이 교회 또는 ㄱ감독평의회
에 의해 당사자에게 만족스럽게 해
결될 수 없는 중요한 어려움을 해결
할 목적으로 고등평의회가 계시에
의하여임명되었다.

3 조셉 스미스 이세, 시드니 리그
돈 및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가 평의
회의지지로써회장단으로승인되고
조셉 스미스 일세, 존 스미스, 조셉
코우, 존 존슨, 마틴 해리스, 존 에스
카터, 제이레드 카터, 올리버 카우드
리, 새뮤얼에이치스미스, 올슨하이
드, 실베스터 스미스 및 룩 존슨, 이
상의대제사가평의회의만장일치의
지지로써교회의상임평의회를구성
하도록선정되었다.

4 그러고나서상기거명된평의원
들은 자기의 임무를 수락하는지와

하늘의 법에 따라 그 직분을 수행할
것인지를 질문 받았으며, 이에 대하
여 그들은 모두 자기의 임명을 수락
하며 자기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하
나님의 은혜에 따라 각자의 직분을
다하겠다고대답하였다.

5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상기 거명된 평의원을 임명
하는 일에 동의한 평의회의 구성원
수는 마흔세 명으로 다음과 같다. 대
제사 아홉 명, 장로 열일곱 명, 제사
네명, 회원열세명.

6 의결 사항. 고등평의회는 상기
거명된 평의원 또는 정식으로 그들
의 승계자로 임명된 자 중 일곱이 출
석하지 아니하면 의결할 권능을 가
질수없다.

7 이들 일곱 사람은 결석한 평의원
을 대신하여 그 직분을 수행하기에
합당하고능력이있다고여겨지는다
른대제사를임명할권능을갖는다.

8 의결 사항. 상기 거명된 평의원
중 어떤 사람이 사망하거나 범법으
로 인하여 직분에서 해임되거나 본
교회 관할지역 밖으로 이사하여 결
원이 발생할 때에는, 언제든지 회장
또는 회장들이 지명하여 충원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의결하기 위해 그
목적으로소집된대제사총평의회의
지지로써재가받아야한다.

9 평의회회장이기도한교회의회
장은 ㄱ계시로써임명되고, 교회회원
의 지지로써 그의 업무수행을 ㄴ승인

102 1ㄱ 안내고등평의회.
2ㄱ 교성 107:72~74.
9ㄱ 안내계시.

ㄴ 안내지지함, 교회
지도자를.



받는다.
10 그가 교회의 평의회를 감리함

은 그의 직분의 존엄에 따른 것이요,
그 자신이 임명된 것과 똑같은 방법
으로 임명된 두 사람의 다른 회장의
도움을받는것은그의특권이다.

11 또그를돕도록임명된자중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가 결석하는
경우에는 그는 보좌 없이 평의회를
감리하는 권능을 가지며, 그 자신이
결석할 경우에는 다른 두 사람의 회
장또는그중한사람이그를대신하
여감리할권능을갖는다.

12 언제든지 전기의 예에 따라 그
리스도의교회의고등평의회가정식
으로 조직된 때에는 열두 사람의 평
의원은 숫자를 쓴 제비를 뽑아 이로
써열두사람중누가먼저발언할것
인가를 일 번부터 시작하여 차례대
로 십이 번에 이르기까지 순서를 확
정할의무가있다.

13 언제든지 이 평의회가 어떠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될 때
는 열두 평의원은 그 사안이 어려운
일인지 아닌지를 고려하고, 만일 어
려운 일이 아니면 앞서 기록된 양식
에따라평의원중두사람만이에관
하여발언해야한다.

14 그러나어려운일이라고생각될
때에는네사람을지명하고더어려운
일이면 여섯 사람을 지명하되, 어떠
한안건이든지여섯사람을초과하여
발언하도록지명하지말아야한다.

15 피고에게는 어떠한 경우라도

평의회의반수에게모욕과불공정을
방지해줄것을요구할권리가있다.

16 평의회 앞에서 발언하도록 지
명된 평의원들은 안건의 증거를 조
사한 후 그 안건의 진상을 평의회 앞
에 제출해야 하며, 모든 사람은 각자
공평과ㄱ정의에따라발언해야한다.

17 짝수곧2, 4, 6, 8, 10, 12를뽑은
평의원은피고를옹호하여일어서서
모욕과 불공정을 방지해야 할 사람
들이다.

18 모든 사안에 있어서 증거가 청
취되고 그 사안에 대하여 발언하도
록 지명된 평의원들이 그들의 발언
을 끝낸 후에, 원고와 피고는 평의회
앞에서 자신을 위하여 발언할 특권
을갖는다.

19 증거가 청취되고 평의원들과
원고와 피고가 발언한 후에, 회장은
그 사안에 대하여 자신이 이해하게
된바에따라판결을내리며, 열두사
람의 평의원에게 투표로 그 판결을
재가해줄것을구해야한다.

20 그러나 발언하지 아니한 나머
지평의원들또는그중한사람이증
거와 변론을 공평하게 들은 후에, 회
장의 판결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
면, 그들은이를밝힐수있고사안은
재심되어야한다.

21 그리고 만일 신중하게 재심한
후에 그 사안에 대하여 추가로 소명
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라 판결
은수정되어야한다.

22 그러나 추가로 밝혀질 것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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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ㄱ 안내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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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최초의 판결은 유효하며, 평의
회는 다수결로써 이를 확정할 권능
이있다.

23 ㄱ교리또는원칙에관하여어려
움이 있는 경우, 만일 평의회의 생각
에 사안을 명확하게 해 주기에 충분
한기록이없으면, 회장은 ㄴ계시로써
주의생각을물어얻을수있다.

24 대제사는 외지에 나가 있을 때
분규의 당사자들 또는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어려움을해결하기위하여
전기 형식에 따라 평의회를 소집하
고조직할권능이있다.

25 그리고 앞서 언급한 대제사 평
의회는한시적으로그러한평의회를
감리할 사람 하나를 그들 자신 중에
서지명할권능이있다.

26 앞서 언급한 평의회는 그들의
판결에관련되어진술된증언의온전
한 기록이 실린 회의록 사본 한 부를
교회의 제일회장단 소재지의 고등평
의회에즉시전달할의무가있다.

27 만일 당사자들 또는 그 중 일방
이 앞서 언급한 평의회의 판결에 불
복하면 그들은 교회의 제일회장단
소재지의고등평의회에항소하여재
심을받을수있고, 그러한사안은앞
서기록한예에따라, 마치그러한판
결이 내려지지 아니하였던 것같이,
거기서처리되어야한다.

28 이 외지의 대제사 평의회는 교
회일중매우ㄱ어려운교회의사안에
대해서만 소집되어야 하며, 일반적
이거나평범한사안은그러한평의회

를소집하기에충분하지아니하다.
29 외지에 순회 또는 체재 중인 대

제사는 그러한 평의회를 소집하는
것이 필요한지 아니한지를 말할 권
능을갖는다.

30 외지의 고등평의회 또는 순회
대제사들과 ㄱ십이사도로구성된 ㄴ순
회 고등평의회와는 그 판결에 있어
서차이가있다.

31 전자의 판결에는 항소할 수 있
으나후자의판결에는할수없다.

32 후자는 범법의 경우에 교회의
총관리 역원에 의하여서만 심의될
수있다.

33 결의 사항. 교회의 제일회장단
소재지의 회장 또는 회장들은 어떠
한 사안이든지 항소될 때에는 항소
와 이에 수반된 증거와 진술을 검토
한 후에 사안이 재심 받기에 타당한
지를결정할권능이있다.

34 그러고나서열두명의평의원은
제비를뽑거나추첨하여누가먼저발
언할것인가를결정하였다. 그결과는
다음과같았다. 즉1) 올리버카우드리
2) 조셉코우3) 새뮤얼에이치스미스
4) 룩존슨5) 존에스카터6) 실베스터
스미스7) 존존슨8) 올슨하이드9) 제
이레드카터10) 조셉스미스일세11)
존스미스12) 마틴해리스. 기도후에
휴회하다.

서기
올리버 카우드리

올슨 하이드

23ㄱ 민 9:8.
ㄴ 안내계시.

28ㄱ 교성 107:78.
30ㄱ 안내사도.

ㄴ 교성 107:23~24,
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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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1ㄱ 교성 101:43~62.
ㄴ 교성 43:8.

2ㄱ 교성 101:1; 109:47.
3ㄱ 앨 14:10~11; 60:13.
4ㄱ 교성 101:2; 105:2~6.
ㄴ 교성 95:1. 

안내징계하다, 징계.
5ㄱ 안내권고.
7ㄱ 교성 35:24. 

안내순종, 순종하는,
순종하다.

ㄴ 단 2:44.

ㄷ 안내성도.
ㄹ 단 7:27.

3 이는그들로그들죄악의분량을
ㄱ가득채우게하여그들의잔이가득
차게 하려고 내가 지금까지 그들을
용인하여왔고,

4 또 내 이름을 따라 스스로를 일
컫는 자들이 내가 그들에게 준 교훈
과계명을온전히 ㄱ듣지아니한까닭
에 잠시 동안 혹독하고 무거운 징계
로 ㄴ징계받게하려고내가지금까지
그들을용인하여왔음이니라.

5 그러나진실로내가너희에게이
르노니, 나는내백성이나주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줄 ㄱ권고를 바로
이시각부터듣는만큼, 내백성이실
현할법령을선포하였노라.

6 보라, 내가이를법령으로선포하
였으므로 그들은 바로 이 시각부터
나의원수들을이기기시작하리라.

7 그리고 나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러 줄 모든 말을 ㄱ듣고
준행함으로써그들은이기기를결코
그치지 아니하리니, 드디어는 ㄴ세상
의 왕국들이 내 발 아래 정복되고 땅
이 ㄷ성도들에게 ㄹ주어져영원무궁토

1~4, 주께서 잭슨 군에 있는 성도가
박해를받도록허락하신이유. 5~10,
성도들이 계명을 지키면 이길 것임.
11~20, 시온의 구속은 권능으로써
임할 것이며,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앞서 가실 것임. 21~28, 성도들은 시
온에 집합해야 하며, 자기 목숨을 버
리는 자는 그것을 다시 찾을 것임.
29~40, 여러 형제가 시온 진영을 조
직하고 시온으로 가도록 부름을 받
음. 그들은 충실하면 승리할 것을 약
속받음.

진실로 내가 너희, 나의 친구들
에게 이르노니, 보라, 내가 너

희에게 계시와 계명을 주어 너희로
시온의 땅에서 흩음을 당한 너희 형
제들의 구원과 ㄱ구속에 관한 너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어떻게 ㄴ행
동해야하는지를알게하려하노라.

2 나의 원수들의 손에 ㄱ쫓기고 매
를맞았으니, 나는나의때가이르면,
나의 진노를 한량없이 그들 위에 쏟
아부으리라.

제 103 편

1834년 2월 24일오하이오주커틀랜드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를통하여주
신계시(교회사2:36~39). 이계시는미주리주에서온팔리피프랫과라이먼
와이트가성도들을구제하고그들을잭슨군에있는그들의땅으로복귀시키
는일에관하여선지자와협의하기위하여오하이오주커틀랜드에도착한후
에받은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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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그것을ㅁ소유하게되리라.
8 그러나 그들이 나의 계명을 ㄱ지

키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말을 듣고
준행하지 아니하는 만큼, 세상의 왕
국들이그들을이기리라.

9 이는 그들이 세상을 위한 ㄱ빛이
되도록 또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도
록세움을입었음이니라.

10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의 구원
자가아닌만큼, 그들은그맛을잃은
ㄱ소금과같으니, 이후로는아무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
아래밟힐 뿐이니라.

11 그러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흩음을 당하였던 너
희 형제들이 그들의 ㄱ기업의 땅으로
돌아와 시온의 황폐한 곳들을 일으
켜세울것을선포하였느니라.

12 이는 내가 이전의 계명에서 너
희에게 이른 것같이, ㄱ많은 환난 후
에축복이옴이니라.

13 보라, 이것이 너희의 환난과 너
희 형제들의 환난 후에 내가 약속한
축복이니－곧너희의구속과너희형
제들의 구속이라. 참으로 그들은 시
온땅으로회복되어굳게세워지고다
시는넘어뜨림을당하지아니하리라.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들
이 그들의 기업을 더럽히면 그들은
넘어뜨림을 당하리니, 이는 만일 그

들이 그들의 기업을 더럽히면, 내가
그들을아끼지아니할것임이니라.

15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온의 회복은 반드시 권능으로써
임할필요가있느니라.

16 그러므로 나는 ㄱ모세가 이스라
엘 자손을 인도한 것같이 그들을 인
도할 사람 하나를 나의 백성을 위해
일으키리라.

17 이는 너희가 이스라엘의 자손
이요 ㄱ아브라함의 후손인즉, 반드시
권능으로써, 또 편 팔로 속박에서 인
도되어나올필요가있음이니라.

18 또 너희 조상이 처음에 인도되
었던 것같이 시온의 구속도 그와 같
으리라.

19 그러므로 너희는 낙심하지 말
라. 이는 내가 나의 ㄱ사자는 너희 앞
서 올라갈 것이나, 나는 ㄴ친히 올라
가지 아니하리라고 너희 조상에게
이른 것 같이는 너희에게 이르지 아
니함이니라.

20 도리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
니, 나의 ㄱ사자가 너희 앞서 올라갈
것이요, 나도 친히 올라가리니, 때가
이르면 너희는 좋은 땅을 ㄴ소유하게
되리라.

21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종 조셉 스미스 이세
는내가너희에게준비유에서 ㄱ포도

7ㅁ 교성 38:20.
8ㄱ 모사 1:13; 

교성 82:10.
9ㄱ 니전 21:6.

10ㄱ 마 5:13~16; 
교성 101:39~40.

11ㄱ 교성 101:18.

12ㄱ 계 7:13~14; 
교성 58:4; 112:13.

16ㄱ 출 3:2~10; 
교성 107:91~92. 
안내모세.

17ㄱ 안내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성약.
19ㄱ 안내천사.

ㄴ 교성 84:18~24.
20ㄱ 출 14:19~20.

ㄴ 교성 100:13.
21ㄱ 안내포도원, 주의.



원의 주인이 말을 건넨 종으로 내가
비유한그ㄴ사람이니라.

22 그러므로, 나의 종 조셉 스미스
이세는 내 집의 ㄱ군사, 나의 청년과
중년들에게 말하기를－너희는 시온
의 땅으로, 내게 헌납된 돈으로 내가
산땅으로집합하라하라.

23 그리고 모든 교회로 하여금 지
혜로운 자들에게 돈을 들려 보내어
내가그들에게명한대로토지를 ㄱ매
입하게할지어다.

24 그리고 나의 원수들이, 너희가
그들에 대하여 내 앞에 가져온 이러
한 증거들 이후에, 너희를 내가 시온
땅으로 성별한 나의 ㄱ좋은 땅에서,
참으로 너희 자신의 땅에서 쫓아내
려고 너희를 대적하여 오는 만큼 너
희는그들을저주할지니라.

25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가 저주
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리하면 너희는 나의 원수들에게 보
복할지니라.

26 그리고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있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삼사 대
에 이르기까지 나의 원수들에게 ㄱ보
복하리라.

27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기를 두려워 말지어다. 이
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을 ㄱ버리는 자는 자기 목숨을 다시
찾을것임이니라.

28 그리고누구든지나를위하여자
기목숨을기꺼이버리고자아니하는
자는나의제자가아니니라.

29 나의종 ㄱ시드니리그돈이동쪽
지방에 있는 회중들 가운데서 그의
음성을 높이어 시온의 회복과 구속
에 관하여 내가 그 교회들에게 준 명
령을 지키도록 그들을 준비시킴은
나의뜻이니라.

30 나의 종 팔리 피 ㄱ프랫과 나의
종 라이먼 와이트가 시온의 땅으로
올라 갈 무리를 십 명씩, 또는 이십
명씩, 또는 오십 명씩, 또는 백 명씩
얻기까지, 내 집의 ㄴ군사를 오백 명
까지 얻기까지는 그 형제들의 땅으
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나
의뜻이니라.

31 보라, 이것이나의뜻이니, 구하
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러나 사람
이항상나의뜻을행하지는 ㄱ아니하
는도다.

32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오백 명
을 얻을 수 없거든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혹 삼백 명은 너희가 얻을
수있으리라.

33 그리고 만일 삼백 명을 얻을 수
없거든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혹백명은너희가얻을수있으리라.

34 그러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주노니, 너희는 시온의 땅으로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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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ㄴ 교성 101:55~58.
22ㄱ 교성 35:13~14; 

105:16, 29~30.
23ㄱ 교성 42:35~36; 57:5~7;

58:49~51; 101:68~74.
24ㄱ 교성 29:7~8; 45:64~66;

57:1~2.
26ㄱ 교성 97:22.
27ㄱ 마 10:39; 눅 9:24; 

교성 98:13~15; 124:54.
29ㄱ 안내리그돈, 시드니.
30ㄱ 안내프랫, 팔리 파커.

ㄴ 교성 101:55.
31ㄱ 교성 82:10.



249 교리와 성약 103:35~40

와함께올라갈내집의군사백명을
얻기까지는시온의땅으로올라가지
말지니라.

3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같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나의 종 조셉 스미스 이세가 너희와
함께 가서, 나의 백성 가운데서 감리
하며, ㄱ성별된 땅 위에 나의 왕국을
조직하고, 너희에게 이미 주었고 또
장차 주게 될 율법과 계명 위에 시온
의 자녀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간절
히기도하라.

36 모든 승리와 영광은 너희의
ㄱ부지런함과 충실함 그리고 신앙의
ㄴ기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이루어지
느니라.

37 나의종팔리피프랫은나의종
조셉 스미스 이세와 함께 여행할지
어다.

38 나의 종 라이먼 와이트는 나의
종 시드니 리그돈과 함께 여행할지
어다.

39 나의 종 하이럼 스미스 는 나의
종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와 함께 여
행할지어다.

40 나의 종 올슨 하이드는 나의 종
올슨 프랫과 함께 여행하되, 내가 너
희에게 준 이들 여러 명령을 성취하
기 위하여 나의 종 조셉 스미스가 그
들에게 권고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지어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 손에
맡기라. 참으로그러하도다. 아멘.

35ㄱ 교성 84:31. 36ㄱ 안내부지런함. ㄴ 교성 104:79~82.

주의 거룩한 금고가 경전의 인쇄를
위하여 설립됨. 67~77, 협동교단의
일반 금고는 만장일치에 기초를 두
고 운영되어야 함. 78~86, 협동교단
에 속해 있는 자들은 자기들의 모든
부채를 갚아야 하며, 그리하면 주께
서 경제적 속박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실것임.

1~10, 협동교단을 거스려 범법하는
성도는 저주받을 것임. 11~16, 주께
서는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성도
를 부양하심. 17~18, 복음의 법은 가
난한 자를 돌보는 방법을 규정함.
19~46, 여러 형제의 청지기 직분과
축복을 명시하심. 47~53, 커틀랜드
에 있는 협동교단과 시온에 있는 교
단은 별도로 운영되어야 함. 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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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년4월23일협동교단즉가난한자의유익을위한교회의교단에관하여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교회사 2:54~60). 이 계시를 받은 때는 제
일회장단과다른대제사들이평의회모임을가지고백성의긴급한현세적필
요사항을검토하고있을때였다. 커틀랜드의협동교단은일시적으로해체되
었다가 재조직될 예정이었고, 교단의 회원들 사이에 재산은 청지기 직분으로
나누어지게끔되었다.



진실로 내가 너희, 나의 친구들
에게 이르노라. 이 교단에 속

한 모든 재산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
게 권고와 명령을 주노니, 이 교단은
내가 명하여 조직 설립되게 하여, 내
가 올 때까지 나의 교회의 유익과 사
람들의구원을위한 ㄱ협동교단곧영
원한교단을삼게한것이요－

2 그와 함께 불변하며 변경할 수
없는 약속을 주었나니, 곧 내가 명한
자들이 충실한 만큼, 그들은 많은 복
에 복을 더하여 받을 것이라 하였느
니라.

3 그러나 그들이 충실하지 아니한
만큼, 그들은 저주를 받기에 이르렀
느니라.

4 그러므로 나의 종들 중 몇 사람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ㄱ탐심으
로 인하여 그리고 지어낸 말을 가지
고성약을깨뜨린만큼, 나는심히크
고 무거운 저주로 그들을 저주하였
느니라.

5 이는 나 주가 내 마음 속에 선포
하기를, 이 교단에 속한 어느 사람이
범법자로 드러나는 만큼,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맺은 성약을 깨뜨
리는만큼, 그는자기생애동안저주
를받을것이요, 내가시키는자의발
에밟힐것이라하였음이니라.

6 이는 나 주는 이러한 일에 ㄱ조롱
받을수없음이라－

7 이 모두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불의한 자와 더불어 정죄받지
않게하며, 너희가운데죄있는자가
피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나
주가너희에게나의우편에있는 ㄱ영
광의면류관을약속하였음이니라.

8 그러므로 너희가 범법자로 드러
나는만큼, 너희는너희생애동안나
의진노를피할수없느니라.

9 너희가 범법으로 말미암아 ㄱ끊
어버림을 당하는 만큼, 너희는 구속
의 날까지 ㄴ사탄의 ㄷ매질을 피할 수
없느니라.

10 그리고 나는 이제 만일 너희 가
운데 교단에 속한 어느 사람이 범법
자로 드러나고도 그 악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는 너희가 그를 사탄의
매질에 넘길 권능을 이제 바로 이 시
각부터 너희에게 주노니, 그는 너희
에게해를ㄱ끼칠힘이없으리라.

11 이는내안에있는지혜라. 그러
므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주노니,
너희자신을조직하고각사람에게자
기의ㄱ청지기직분을지명할지니라.

12 그리하여 각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지명된 청지기 직분에 대
하여보고하게할지니라.

13 이는 나 주가 각 사람으로 하여
금, 나의 피조물을 위하여 내가 만들
고 예비한 이 지상의 축복을 관리할
ㄱ청지기로서, ㄴ책임을 지게 함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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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1ㄱ 교성 78:3~15. 
안내협동교단.

4ㄱ 안내탐내다.
6ㄱ 갈 6:7~9.
7ㄱ 사 62:3; 

교성 76:56. 

안내영광.
9ㄱ 안내파문.
ㄴ 안내악마.
ㄷ 교성 82:21.

10ㄱ 교성 109:25~27.
11ㄱ 교성 42:32. 

안내청지기, 청지기
직분.

13ㄱ 교성 72:3~5, 16~22.
ㄴ 안내책임지다, 책임질

수 있는, 책임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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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함이니라.
14 나 주가 여러 하늘을 펴고 땅을

ㄱ지었나니, 바로 내 손으로 한 ㄴ일이
라. 그가운데있는만물이나의것이
니라.

15 그리고 나의 성도를 부양함이
나의 목적이니, 이는 만물이 나의 것
임이라.

16 그러나 이는 반드시 내 자신의
ㄱ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
나니, 보라, 부한 자가 낮아짐으로써
ㄴ가난한 자가 높아지는 것, 이것이
나 주가 나의 성도를 부양하기 위하
여선포한방법이니라.

17 무릇 ㄱ땅은 충만하고 거기에는
충분하여 남는 것이 있나니, 그러하
도다.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사람
의 자녀에게 능력을 주어 자기 스스
로의 ㄴ선택의지를 행사하는 자가 되
게하였느니라.

18 그러므로 어느 사람이 내가 만
든 ㄱ풍성한 것을 취하고 나의 ㄴ복음
의법에따라자기몫을ㄷ가난한자와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주지 아니하
면, 그는 악한 자와 더불어 ㄹ지옥에
서고통중에자기눈을들어보리라.

19 그리고 이제 진실로 내가 너희
에게 ㄱ교단의 재산에 관하여 이르
노니－

20 나의 종 시드니 리그돈은 내가
그에게 명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가나의포도원에서일하고있는동안
자기 생계를 위하여 지금 살고 있는
곳과가죽무두질공장부지를자신의
청지기직분으로지정받을지어다.

21 그리고 만사를 교단의 권고에
따라 그리고 커틀랜드 땅에 있는 그
교단의 일치된 찬성 또는 지지에 따
라행하라.

22 그리고 이 청지기 직분과 축복
을 나 주는 나의 종 시드니 리그돈에
게 수여하여 그와 그의 뒤를 이을 후
손에게주는축복으로삼노라.

23 그리고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한
만큼, 그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
리라.

24 그리고 또 나의 종 마틴 해리스
는나의종존존슨이그의이전기업
과 교환하여 얻은 토지를 그와 그의
뒤를 이을 후손을 위한 그의 청지기
직분으로지정받을지어다.

25 그가충실한만큼, 나는그와그
의 뒤를 이을 후손에게 복에 복을 더
하여주리라.

26 그리고 나의 종 마틴 해리스는
나의 종 조셉 스미스 이세가 지시하
는 대로, 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위하여그의돈을바칠지어다.

27 그리고또, 나의종프레드릭지
윌리엄스는 그가 지금 살고 있는 곳
을가질지어다.

28 그리고 나의 종 올리버 카우드

14ㄱ 사 42:5; 45:12. 
안내창조하다, 창조.

ㄴ 시 19:1; 24:1.
16ㄱ 교성 105:5. 안내복지.

ㄴ 삼상 2:7~8; 눅 1:51~53;
교성 88:17.

17ㄱ 교성 59:16~20. 
안내지구.

ㄴ 안내선택의지.
18ㄱ 눅 3:11; 

약 2:15~16.
ㄴ 교성 42:30.

ㄷ 잠 14:21; 
모사 4:26; 
교성 52:40.

ㄹ 눅 16:20~31.
19ㄱ 안내협동교단.



리는 인쇄소가 될 집과 인접하여 구
획된부지곧일번지부지와또한그
의 아버지가 거주하고 있는 부지를
가질지어다.

29 그리고 나의 종 프레드릭 지 윌
리엄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인쇄
소와 그에 부속된 모든 것을 가질지
어다.

30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지정
될그들의청지기직분이될지니라.

31 그리고 그들이 충실한 만큼, 보
라, 내가축복할것이요, 그들에게복
에복을더하여주리라.

32 그리고 이것은 그들과 그들 뒤
를 이을 그들의 후손을 위하여 그들
에게 지정한 청지기 직분의 시작이
니라.

33 그리고 그들이 충실한 만큼,
그들과 그들 뒤를 이을 후손에게 복
에 복을, 참으로 많은 복에 복을 더
하여주리라.

34 그리고 또, 나의 종 존 존슨은
그가 살고 있는 집과 기업을 가지되,
그 기업에 속한 토지로 나의 집의
ㄱ건축을위하여남겨둔토지와나의
종 올리버 카우드리를 위하여 지정
한 부지들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가질
지어다.

35 또그가충실한만큼, 나는그에
게복에복을더하여주리라.

36 또 그가 영의 ㄱ음성으로 그리고
교단의권고에따라또교단의동의로
그에게 알려지는 만큼, 나의 성도의

도시를세우기위해구분해둔부지들
을매각하는것이나의뜻이니라.

37 그리고 이는 그에게 그리고 그
의 뒤를 이을 후손에게 주는 축복으
로 내가 그에게 지정한 청지기 직분
의시작이니라.

38 또 그가 충실한 만큼, 나는 그
에게 많은 복에 복을 더하여 축복하
리라.

39 그리고 또, 나의 종 뉴얼 케이
ㄱ휘트니는 그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들과 부지, 그리고 상점이 서 있는
부지와 건물, 그리고 또한 상점의 남
쪽 모퉁이에 있는 부지 그리고 또한
잿물 공장이 위치해 있는 부지를 지
정받을지어다.

40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가 나의
종 뉴얼 케이 휘트니에게 그의 청지
기직분으로, 그와그의뒤를이을그
의 후손을 위한 축복으로, 커틀랜드
땅에 있는 나의 스테이크를 위하여
내가 세운 나의 교단의 상점의 유익
을위하여지정하여주었느니라.

41 그러하도다. 진실로 이것은 내
가 나의 종 뉴얼 케이 휘트니에게 지
정하여 준 청지기 직분이니, 참으로
이상점전체를그와그의 ㄱ대리인과
그의 뒤를 이을 그의 후손에게 지정
하여주었느니라.

42 그리고 그가 내가 그에게 준 나
의 명령 지키기에 충실한 만큼, 나는
그에게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을 그의
후손에게 복에 복을, 참으로 많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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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ㄱ 교성 94:3, 10.
36ㄱ 안내계시.
39ㄱ 안내휘트니, 뉴얼 케이.

41ㄱ 교성 84: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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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복을더하여주리라.
43 그리고또, 나의종조셉스미스

이세는 나의 집을 짓기 위하여 구분
해 둔 부지 곧 길이 사십 로드 너비
십이 로드의 부지와 또한 그의 아버
지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기업을 지
정받을지어다.

44 그리고 이는 그에게 그리고 그
의 아버지에게 주는 축복으로 내가
그에게 지정한 청지기 직분의 시작
이니라.

45 보라, 이는내가그아버지의생
계를위하여그 ㄱ아버지를위한기업
을 남겨두었음이니, 그러므로 그는
나의 종 조셉 스미스 이세의 집에서
헤아림을받으리라.

46 그리고 나는 나의 종 조셉 스미
스 이세의 집에 많은 복을 더하리니,
곧 그가 충실한 만큼 참으로 많은 복
에복을더하리라.

47 그리고 이제 시온에 관하여 내
가 한 가지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협동교단으로서시온의너희
형제들과 더 이상 매여 있지 아니할
지니라. 다만이같이할지니－

48 너희에게 조직이 갖추어지면,
너희는커틀랜드시, 시온의 ㄱ스테이
크의협동교단이라일컬어질지니라.
그리고 너희 형제들은 그들에게 조
직이 갖추어지면, 시온 성의 협동교
단이라일컬어질지니라.

49 그리고 그들은 그들 각자의 이
름으로 또 그들 교단의 이름으로 조

직을 갖출 것이요, 그들 교단의 이름
으로 또 그들 각자의 이름으로 그들
의사업을할지니라.

50 그리고 너희는 너희 교단의 이
름으로, 또 너희 각자의 이름으로 너
희사업을할지니라.

51 그리고 이렇게 하도록 내가 명
한것은그들이ㄱ쫓겨난일과장차임
할 일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과 또한
그들의구원을위하여한것이니라.

52 그 ㄱ성약은 범법으로 말미암아
ㄴ탐욕과 지어낸 말로 인하여 깨뜨려
졌으니－

53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형제와
함께한협동교단으로서는해체되어
이 시간부터 그들에게 매여 있지 아
니하고, 다만내가말한대로이와같
이 곧 너희 사정이 허락하고 평의회
의지지가이끄는대로, 이교단의평
의회에서가결되는대로의대부금에
대해서만매여있느니라.

54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지정
한 너희의 청지기 직분에 관하여 한
가지명령을너희에게주노라.

55 보라, 이모든재산은나의것이
니, 그렇지 아니할진대 너희 신앙은
헛되고 너희는 위선자로 드러나며,
너희가 내게 맺은 성약은 파하여지
느니라.

56 그리고 만일 그 재산이 내 것이
면너희는 ㄱ청지기니, 그렇지아니하
면너희는청지기가아니니라.

57 그러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45ㄱ 교성 90:20. 
안내스미스, 조셉, 일세.

48ㄱ 교성 82:13; 94:1;

109:59. 안내스테이크.
51ㄱ 교성 109:47.
52ㄱ 안내성약.

ㄴ 안내탐내다.
56ㄱ 안내청지기, 청지기

직분.



이르노니, 나는 너희를 지명하여 나
의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 참으로 진
정한청지기가되게하였느니라.

58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명하여너희로조직을갖추
게 하여 참으로 ㄱ나의 말씀, 나의 경
전의 충만한 것, 그리고 내가 너희에
게 주었고 이후에 시시로 너희에게
주게될계시를인쇄하게하였나니－

59 곧 땅 위에 나의 교회와 왕국을
건설하며 내가 그들과 함께 ㄱ거하게
될 그 ㄴ때를 위하여 나의 백성을 준
비시키는 그 목적을 위함이라, 그때
가가까이왔느니라.

60 그리고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위하여 금고를 둘 장소를 마련하여
그것을내이름에헌납할지니라.

61 그리고 너희는 금고를 지킬 사
람 하나를 너희 가운데서 지명하여
그로이축복에성임받게할지니라.

62 그리고 금고에는 봉인이 있게
할것이요, 모든신성한것을금고안
에넣을것이요, 너희가운데어느사
람도 그것 또는 그 일부라도 자기 것
이라 하지 않게 할지니, 이는 그것이
하나같이 너희 모두에게 속할 것임
이니라.

63 그리고 내가 바로 이 시각부터
그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삼
가 나아가서 내가 말한 것같이 이 신
성한 것을 인쇄할 목적으로, 신성한
것을 제외하고 내가 너희에게 지정
한관리재산을활용하라.

64 그리고 신성한 것에서 생기는
ㄱ유익은모름지기금고에넣고그위
에봉인을둘것이요, 이를교단의지
지나 계명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사용하거나 금
고에서 꺼내가지 말며 그 위에 두게
될봉인을떼지말지니라.

65 그리고 이같이 너희는 신성한
것에서 생겨나는 유익을 신성하고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금고에 간직
할지니라.

66 그리고 이것은 주의 신성한 금
고라일컬을것이요, 또그위에봉인
을 두어 주께 거룩하고 헌납되게 할
지니라.

67 그리고 또, 다른 금고를 하나
마련하고 그 금고를 지킬 회계 한 사
람을 임명하고 그 위에 봉인을 둘지
니라.

68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지정해
준 재산 곧 가옥이나 토지나 가축이
나, 또는 거룩하고 신성한 목적을 위
하여 내가 나 스스로를 위해 남겨둔
거룩하고 신성한 기록들을 제외한
모든 것을 활용함으로써 너희가 청
지기 직분을 행하는 가운데 받는 돈
모두를, 백씩혹오십씩혹이십씩혹
십씩 혹 오씩 너희가 받는 즉시 금고
에넣을지니라.

69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만일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오 달러를 얻으면
그것을 금고에 넣을 것이요, 또는 만
일 그가 십을 혹 이십을 혹 오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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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ㄱ 안내조셉 스미스
역(조성).

59ㄱ 교성 1:35~36; 29:9~11.

ㄴ 안내복천년.
64ㄱ 설명 이익 또는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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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백을 얻으면 역시 그처럼 할 것이
니라.

70 그리고 너희 가운데 아무도 그
것을 자기 것이라 말하지 말지니라.
이는 그것 또는 그 중 일부일지라도
그의 것이라 일컫지 말아야 할 것임
이니라.

71 그리고 교단의 지지와 전체의
찬성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중
일부일지라도 사용하거나 금고에서
꺼낼수없느니라.

72 그리고 이것이 교단의 지지와
전체의찬성일지니－너희가운데어
느 사람이 회계에게 이르기를, 나의
청지기직분을수행하기에이만큼의
도움이필요하다하면－

73 만일 그것이 오 달러이거나 혹
십 달러이거나, 혹 이십 혹 오십 혹
백일지라도 회계는 그가 그의 청지
기 직분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
록 필요로 하는 금액을 그에게 내어
줄지니－

74 그가 범법자로 발견되고 교단
의 평의회 앞에서 그가 충실하지 못
하고 ㄱ지혜롭지 못한 청지기임이 명
백하게드러나기까지그리할지니라.

75 그러나 그가 온전한 회원 자격
이 있고 청지기 직분에 충실하고 지
혜로운 한은, 이것이 회계에게 주는
그의 표징이 되므로 회계는 거절하
지말것이니라.

76 그러나 범법의 경우에 회계는
교단의 지지와 평의회에 따라야 하
느니라.

77 그리고 회계가 충실하지 못하
고 지혜롭지 못한 청지기임이 밝혀
지는 경우에는 그는 교단의 지지와
평의회에 따라야 하며, 그를 그 자리
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 대신 ㄱ다른
사람을임명해야하느니라.

78 그리고또, 진실로내가너희부
채에관하여너희에게이르노니－보
라, 너희가 너희 모든 ㄱ부채를 ㄴ갚는
것이나의뜻이니라.

79 그리고 너희가 내 앞에서 너희
스스로를 ㄱ겸손히 낮추며 너희 ㄴ부
지런함과 겸손과 신앙의 기도로써
이축복을얻는것이나의뜻이니라.

80 그리고 너희가 부지런하고 겸
손하며 ㄱ신앙의 기도를 행사하는 만
큼, 보라, 내가 너희의 구제를 위한
방편을너희에게보내기까지너희가
빚을 지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내가
부드럽게하리라.

81 그러므로 뉴욕으로 속히 편지
를 쓰되, 내 ㄱ영이 지시하는 바를 따
라 쓰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가 빚을
지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리니, 너희에게 고난을 가져다주
려는 뜻이 그들의 생각에서 없어지
게되리라.

82 그리고 너희가 ㄱ겸손하고 충실

74ㄱ 눅 16:1~12.
77ㄱ 교성 107:99~100.
78ㄱ 안내빚.

ㄴ 교성 42:54.
79ㄱ 안내겸손한, 겸손.

ㄴ 안내부지런함.

80ㄱ 약 5:15.
81ㄱ 안내성신.
82ㄱ 눅 14:11; 

교성 67:10.



하며나의이름을부르는만큼, 보라,
나는너희에게ㄴ승리를주리라.

83 나는 너희에게 약속을 주노니,
너희는 이번 한 번 너희 속박에서 건
짐을받으리라.

84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속박에
서 건져내기에 충분한 대부를 얻기
까지 수백씩 혹은 수천씩 대부를 받
는기회를얻는만큼, 그것은너희특
권이니라.

85 내가 너희 손에 맡긴 재산을 너

희에게 좋을 대로 너희 이름으로 또
는 전체의 찬성을 얻거나 다른 방법
으로이번한번담보로맡기라.

86 이번한번내가너희에게이특
권을주노니, 보라, 만일너희가나아
가서내가너희앞에둔이일을나의
계명에 따라 행하기 시작하면, 이 모
든것은나의것이요, 너희는나의청
지기이니, 주인은 자기 집이 부서지
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참으
로그러하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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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ㄴ 교성 103:36. 105 1ㄱ 교성 100:13. 2ㄱ 교성 104:4~5, 52.

진실로 내가 고난을 받은 나의
백성의 ㄱ구속에 관한 나의 뜻

을 알려고 함께 모인 너희에게 이르
노라－

2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개개인이 아니요 교회에 관하여 말
하거니와 나의 백성의 ㄱ범법이 아니
었다면, 그들은 지금 이미 구속 받았
을것이니라.

3 그러나 보라, 그들은 내가 그들
손에 요구한 것에 순종하기를 배우
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모든 모양의
악이 가득하고 성도로서 합당하게
그들의 재물을 그들 가운데 있는 가

1~5, 시온은해의율법에순응함으로
써 세워질 것임. 6~13, 시온의 구속
은 잠시 늦추어짐. 14~19, 주께서 시
온의 싸움을 싸우실 것임. 20~26, 성
도들은 집합할 때 지혜로워야 하고
위대한 일들을 자랑하지 말아야 함.
27~30, 잭슨 군과 그에 인접한 몇몇
군의 토지는 매입되어야 함. 31~34,
장로들은커틀랜드에있는주의집에
서 엔다우먼트를 받아야함. 35~37,
부름 받고 택함 받은 성도는 성결하
게될것임. 38~41, 성도는세상을향
하여평화의기를들어야함.

제 105 편

1834년6월22일미주리주피싱강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를통하여주신계
시(교회사 2:108~111). 미주리 주에 있는 성도에 대한 폭도들의 폭력이 증가
하였고몇몇군에서온조직된단체들은이들을멸하려는그들의의도를선포
하였다. 선지자는 시온 진영으로 알려진 한 무리를 이끌고 의복과 식량을 가
지고 커틀랜드에서 왔었다. 이 무리가 피싱 강에 야영하고 있을 때 선지자는
본계시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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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한 자와 고난당하는 자에게 ㄱ나누
어주지아니하며,

4 해의왕국의율법이요구하는일
치단결의 정신에 따라 ㄱ단합하지 아
니하는도다.

5 그리고 ㄱ시온은해의왕국의 ㄴ율
법의 원칙에 의하지 ㄷ아니하고서는
세워질 수 없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시온을 내게로 받아들일 수 없
느니라.

6 그리고 나의 백성은 ㄱ순종을 배
우기까지, 만일 필요하다면 그들이
겪는 것으로, ㄴ징계 받아야 할 필요
가있느니라.

7 나는나의백성을인도하도록임
명 받은 나의 교회의 ㄱ첫 장로 된 자
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
는그들이모두이정죄아래있지아
니함이니라.

8 그러나 나는 외지에 있는 나의
교회들에 관하여 말하노니－그들의
하나님이어디계시냐? 보라, 그는역
경의 때에 그들을 건져내시리라. 그
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시온에 올라
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돈을 지키리
라말할자가많이있도다.

9 그러므로 나의 백성의 ㄱ범법의
결과로 나의 장로들이 시온의 구속
을 잠시 동안 기다리는 것이 내게 필

요하도다－
10 이는 그들 자신이 준비가 되게

하려 함이요, 나의 백성이 더욱 온전
히 가르침을 받고 경험을 쌓으며 그
들의 ㄱ의무와내가그들의손에요구
하는 것들에 관하여 더욱 온전히 알
게하려함이니라.

11 그리고이일은나의 ㄱ장로들이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ㄴ부여받기
까지는이루어질수없느니라.

12 이는 보라, 그들이 충실하고 끊
임없이 내 앞에서 계속하여 겸손하
는 만큼, 나는 그들 위에 ㄱ부어 줄 큰
엔다우먼트와축복을예비하여두었
느니라.

13 그러므로 나의 장로들이 시온
의 회복을 잠시 동안 기다리는 것이
내게필요하도다.

14 이는 보라, 시온의 싸움을 싸울
것을 내가 그들의 손에 요구하지 아
니함이니, 이는 내가 이전의 계명에
서 말한 것같이 참으로 그와 같이 이
루어－내가너희싸움을 ㄱ싸워줄것
임이라.

15 보라, ㄱ멸하는 자를 내가 내보
내어 나의 원수들을 멸하며 황폐하
게 하였나니, 이제로부터 많은 해가
지나지 아니하여 그들이 남아서 나
의 유업을 더럽히며 나의 성도의 집

3ㄱ 행 5:1~11; 
교성 42:30. 
안내헌납하다, 
헌납의 법.

4ㄱ 교성 78:3~7.
5ㄱ 안내시온.
ㄴ 교성 88:22.
ㄷ 교성 104:15~16.

6ㄱ 안내순종, 순종하는,

순종하다.
ㄴ 교성 95:1~2. 

안내징계하다, 징계.
7ㄱ 교성 20:2~3.
9ㄱ 교성 103:4.

10ㄱ 안내의무.
11ㄱ 안내장로.

ㄴ 교성 38:32; 95:8. 
안내엔다우먼트.

12ㄱ 교성 110.
14ㄱ 수 10:12~14; 

사 49:25; 
교성 98:37.

15ㄱ 교성 1:13~14.



합을위하여내가 ㄴ성별한땅에서나
의이름을ㄷ모독하지못하게되리라.

16 보라, 나는나의종조셉스미스
이세에게 명하여 내 집의 ㄱ군사 곧
나의 전사들, 나의 청년들과 중년들
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의 구속을
위하여 함께 모여 나의 원수들의 망
대를 쓰러뜨리며 그들의 ㄴ파수꾼들
을흩어버리라하게하였느니라.

17 그러나 내 집의 군사는 나의 말
을듣지아니하였도다.

18 그러나 나의 말을 들은 자가 있
는 만큼, 만일 그들이 계속하여 충실
하면, 나는 그들을 위하여 축복과
ㄱ엔다우먼트를예비해두었느니라.

19 나는그들의기도를들었고그들
의 헌물을 받아들이리니, 그들의 ㄱ신
앙의시험을위하여그들이여기까지
인도되는일이내게필요하도다.

20 그리고 이제 진실로 내가 너희
에게 이르거니와, 한 명령을 너희에
게 주노니, 이리로 올라온 자로서 이
주변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자는 모두
머물지어다.

21 그리고 동부에 가족이 있어 머
물수없는자는나의종조셉이그들
에게 지명할 때까지 잠시 동안 머물
지어다.

22 이는 이 문제에 관하여 내가 그
에게 권고할 것임이니, 그가 그들에
게 지명할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이

루어질것이니라.
23 그리고 이 주변 지역에 거하는

나의 백성은 모두 더욱 충실하고 항
상 기도하며, 내 앞에서 겸손하고 내
가 그들에게 드러내는 것들을 드러
냄이 내 안에 있는 지혜일 때까지는
그러한것들을드러내지말지어다.

24 심판에 대하여 말하지 말며, 신
앙이나 위대한 일들을 ㄱ자랑하지 말
고, 오직 백성들의 감정과 일치하게,
될 수 있는 대로 한 지역에 조심스럽
게집합하라.

25 그리고 보라, 내가 너희로 그들
의눈에호의와은혜를입게하여, 너
희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법에 따
라 우리를 위하여 공의와 정의를 행
하여 우리의 부당함을 시정하라 말
하는동안, 너희로 ㄱ평화롭고안전하
게쉴수있게하리라.

26 이제 보라, 내가 너희, 나의 친
구들에게 이르노니, 이러한 방법으
로너희는이스라엘 ㄱ군대가심히강
대하게 되기까지 너희로 백성들의
눈에호의를얻을수있으리라.

27 그리고나는 ㄱ바로의마음을부
드럽게 한 것같이 백성들의 마음을
시시로 부드럽게 하리니, 곧 나의 종
조셉 스미스 이세와 내가 임명한 나
의 장로들이 내 집의 군사를 집합시
킬시간을가지기까지,

28 그리고 잭슨 군과 인접한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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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ㄴ 교성 84:3~4; 103:35.
ㄷ 교성 112:24~26. 

안내신성을 모독하다,
신성모독.

16ㄱ 교성 101:55; 
103:22, 30.

ㄴ 안내살펴보다, 파수꾼.
18ㄱ 교성 110:8~10.
19ㄱ 안내신앙.
24ㄱ 교성 84:73. 

안내교만.
25ㄱ 안내평화.

26ㄱ 욜 2:11.
27ㄱ 창 47:1~12.



259 교리와 성약 105:29~40

의 여러 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모든
ㄱ토지매입에관하여내가명령한것
을 이루기 위하여 ㄴ지혜로운 자들을
보낼시간을가지기까지그리하리라.

29 무릇 이들 토지가 매입되고, 매
입된 후에는 나의 성도들이 내가 준
ㄱ헌납의 법에 따라 그것들을 소유함
이나의뜻이니라.

30 그리고 이들 토지가 매입된 후
에는, 나는 ㄱ이스라엘의군대가자신
들의 돈으로 이전에 매입한 그들 자
신의 토지를 차지하며 그 위에 있는
나의 원수들의 망대를 쓰러뜨리며,
그들의 파수꾼들을 흩으며, 나를 미
워하는 자들의 삼사 대에 이르기까
지 나의 원수들에게 ㄴ보복하는 것을
죄없다하리라.

31 그러나 먼저 나의 군대로 하여
금심히강대하게되게하고또내앞
에서 ㄱ성결하게되게하여나의군대
가 해와 같이 아름답고 ㄴ달과 같이
맑으며 그 기가 모든 나라에 두렵게
되게할지어다.

32 그리하여 이 세상의 왕국들이
시온의 왕국은 참으로 우리 하나님
과 그의 그리스도의 ㄱ왕국이라고 인
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시온의 율법에 ㄴ복종하자 하

게할지어다.
33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내가명하여커틀랜드땅에내이
름을 위하여 지어지게 한 나의 집에
서 나의 교회의 첫 장로들이 높은 곳
에서 오는 그들의 ㄱ엔다우먼트를 받
음이내게필요하도다.

34 그리고 시온의 구속 이후에는
시온과 그 ㄱ율법에 관하여 내가 준
여러명령을실행하며이룰지어다.

35 지금까지는 ㄱ부름의 날이었거
니와택함의날을위한때가이르렀으
니, ㄴ합당한자는택함을받을지어다.

36 그리고 ㄱ택함을받은자들은영
의 음성으로 나의 종에게 나타내어
지리니, 그들은ㄴ성결하게되리라.

37 그리고그들이받는 ㄱ권고를따
르는만큼, 그들은많은날후에시온
에 관련된 모든 일을 성취할 권능을
가지게되리라.

38 그리고 거듭 내가 너희에게 이
르노니, 너희를 친 백성에게뿐 아니
라모든백성에게평화를탄원하라.

39 그리고 ㄱ평화의 ㄴ기를 들어 올
리고땅끝까지평화를선포하라.

40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시는 영의
음성에 따라, 너희를 친 자들에게 평
화를제의하라. 그리하면 ㄱ모든것이

28ㄱ 교성 42:35~36.
ㄴ 교성 101:73.

29ㄱ 교성 42:30. 
안내헌납하다, 헌납의
법; 협동교단.

30ㄱ 교성 35:13~14; 
101:55; 103:22, 26.

ㄴ 교성 97:22.
31ㄱ 안내성결하게 됨.

ㄴ 아 6:10; 

교성 5:14; 109:73.
32ㄱ 계 11:15. 안내하나님의

왕국 또는 천국.
ㄴ 안내정부.

33ㄱ 교성 95:8~9. 
안내엔다우먼트.

34ㄱ 설명 교성 42편은
“율법”으로 알려져 있음.

35ㄱ 안내부르다,
하나님에게서 부름

받은, 부름.
ㄴ 안내합당, 합당한.

36ㄱ 교성 95:5. 안내택하다.
ㄴ 안내성결하게 됨.

37ㄱ 안내권고.
39ㄱ 안내평화.

ㄴ 안내기.
40ㄱ 롬 8:28; 

교성 90:24; 100:15.



합력하여너희의선을이루리라.
41 그러므로 충실하라. 그리고 보

라, 또바라보라, 나는참으로끝까지

너희와 ㄱ함께있느니라. 참으로그러
하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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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ㄱ 마 28:19~20.
106 1ㄱ 설명 뉴욕 주 프리덤

시와 그 주변.
3ㄱ 안내하나님의 왕국

또는 천국.
ㄴ 마 6:33.

ㄷ 마 10:10; 
교성 31:5.

4ㄱ 약 5:8.
ㄴ 안내마지막 날, 후일.
ㄷ 살전 5:2.

5ㄱ 안내빛, 그리스도의 빛.

ㄴ 계 16:15.
7ㄱ 안내헛된, 헛된 것.
8ㄱ 안내은혜.

게 이르노니, 주의 ㄱ오심이 ㄴ다가오
고있으며밤에 ㄷ도적같이세상에임
하나니－

5 그러므로 너희 허리를 동이고
ㄱ빛의 자녀가 되라. 그리하면 그 날
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ㄴ임하지 아니
하리라.

6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
게이르노니, 나의종워렌이나의홀
에 절하며 자신을 사람들의 간계에
서 멀리하였을 때 하늘에서 기쁨이
있었나니,

7 그러므로 나의 종 워렌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가 그에게 자비를 베
풀 것임이라. 그리고 그의 마음의
ㄱ헛된것에도불구하고그가내앞에
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만큼, 나는
그를들어올리리라.

8 그리고 나는 그에게 ㄱ은혜와 확
신을주어이로써그로설수있게하
리니, 만일 그가 계속하여 충실한 증
인과교회를위한빛이되면, 나는그

1~3, 워렌 에이 카우드리는 지역 감
리 역원으로 부름을 받음. 4~5, 재림
이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같이 임
하지 아니할 것임. 6~8, 교회 안에서
의충실한봉사에는큰축복이따름.

나의뜻은 이러하니, 곧 나의 종
워렌 에이 카우드리가 ㄱ프리

덤땅과그주변지역에있는나의교
회를 관할하는 감리 대제사로 지명
되고성임받아,

2 자기고장에서뿐만아니라인접
한 여러 군에서 나의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고 그의 음성을 높이어 백성
에게경고하며,

3 그의 온 시간을 내가 지금 그에
게 주는 이 높고 거룩한 부름에 바치
고 ㄱ천국과 그 의를 부지런히 ㄴ구하
라. 그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이 그것
에더하여지리니, 이는 ㄷ일꾼이자기
삯을받음이마땅함이니라.

4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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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년 11월 25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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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우드리에게주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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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위하여나의아버지의 ㄴ거처에면
류관을 예비하여 두었느니라. 참으

로그러하도다. 아멘.

8ㄴ 요 14:2; 
이더 12:32~34; 
교성 59:2; 76:111; 
81:6; 98:18.

107 1ㄱ 안내멜기세덱 신권.
ㄴ 안내아론 신권.

2ㄱ 조성,창 14:25~40; 
교성 84:14. 

안내멜기세덱.
3ㄱ 앨 13:3~19; 

교성 76:57.
4ㄱ 안내경건.

회는 교회의 최고 법정을 구성함.
85~100, 신권 정원회 회장은 각자의
정원회를다스림.

교회에는 두 가지 신권이 있나
니, 곧 ㄱ멜기세덱 신권과 레위

신권을포함하는ㄴ아론신권이니라.
2 전자를 ㄱ멜기세덱 신권이라 부

르는 이유는 멜기세덱이 그처럼 위
대한대제사였음이라.

3 그의시대이전에는이를하나님
의아들의 ㄱ반차를좇는성신권이라
하였느니라.

4 그러나 지존자의 이름을 존중하
며 ㄱ경외하는뜻에서그의이름을너
무 자주 반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
여, 그들 곧 옛 시대의 교회 회원은
멜기세덱을 좇는 신권 또는 멜기세
덱신권이라일컬었느니라.

5 교회 안의 다른 모든 관리 역원

1~6, 두가지신권이있나니, 곧멜기
세덱 신권과 아론 신권임. 6~12, 멜
기세덱 신권을 지닌 자는 교회 안에
서 모든 직분을 수행할 권능이 있음.
13~17, 감독단은 외형적인 의식을
집행하는 아론 신권을 감리함.
18~20, 멜기세덱 신권은 모든 영적
축복의 열쇠를 지니며, 아론 신권은
천사의 성역의 열쇠를 지님. 21~38,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와 칠십인은
각각 감리 정원회를 구성하며, 그들
의 결정은 단합과 의로 내려져야 함.
39~52, 아담으로부터노아까지의축
복사의 반차가 확립됨. 53~57, 고대
성도들은 아담-온다이-아만에 모였
고 주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음.
58~67, 십이사도는교회의역원들을
질서있게바로세워야함. 68~76, 감
독은 이스라엘의 보통판사로 봉사
함. 77~84,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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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년 3월 28일자로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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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주의 인도를 구하였다. 그들은 지정 받은 지역으로 전도하러 가려고
헤어지려던 참이었다. 비록 이 편의 여러 부분은 명시된 그 날에 받은 것이지
만 역사 기록에 의하면 여러 부분을 여러 시기에 걸쳐 받았고 어떤 것은 그보
다도훨씬이전인1831년11월에받았음이확인되고있다.



또는직분은이신권에 ㄱ부속되어있
느니라.

6 그러나 거기에는 두 가지 구분
곧 큰 항목이 있나니－하나는 멜기
세덱 신권이요 다른 하나는 아론 곧
ㄱ레위신권이니라.

7 ㄱ장로의 직분은 멜기세덱 신권
의아래에있느니라.

8 멜기세덱 신권은 감리하는 권리
를 지니나니, 세상의 모든 시대에 있
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에 대
한 권능과 ㄱ권세를 가지고 있어, 영
적일을집행하느니라.

9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신권
의 ㄱ제일회장단은교회내의모든직
분을수행할권리가있느니라.

10 멜기세덱 신권의 반차를 좇는
ㄱ대제사는 영적 일을 집행함에 있어
서 제일회장단의 지시 아래 자기 자
신의 직분과 또한 장로, (레위 반차
의) 제사, 교사, 집사 및 회원의 직분
을수행할ㄴ권리가있느니라.

11 장로는 대제사가 출석하지 아
니하였을 때에 대제사를 대신하여
수행할 권리가있느니라.

12 대제사와 장로는 교회의 성약
과 계명에 따라 영적인 일을 집행하
며, 더 상위의 관리 역원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 교회의 이 모든 직분

을수행할권리가있느니라.
13 둘째신권은 ㄱ아론과그후손에

게 대대로 부여되었음으로 아론의
ㄴ신권이라일컫느니라.

14 소신권이라 불리는 이유는 더
큰신권곧멜기세덱신권에 ㄱ부속되
어 외형적인 의식을 집행하는 권능
을지닌까닭이니라.

15 ㄱ감독단은 이 신권의 회장단이
니, 이신권의열쇠곧권세를가지느
니라.

16 아론의 ㄱ실제 자손이 아니고서
는어느누구도이직분에대하여, 그
리고 이 신권의 열쇠를 지닐 합법적
권리를가지지못하느니라.

17 그러나멜기세덱신권의대제사
는 하위의 모든 직분을 수행할 권세
를 가졌으므로, 아론의 실제 자손을
찾아낼 수 없을 때에는 멜기세덱 신
권의 ㄱ제일회장단의 손으로 이 권능
에부름받아성별되어 ㄴ성임될경우
감독의직분을수행할수있느니라.

18 대신권 곧 멜기세덱 신권의 권
능과 권세는 교회의 모든 영적 축복
의 ㄱ열쇠를지니는것이니－

19 천국의 ㄱ비밀을받는특권을가
지며, 그들에게 여러 하늘을 열리게
하며, ㄴ총회 및 장자의 교회와 친교
를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과 새 성약

262교리와 성약 107:6~19

5ㄱ 교성 84:29; 107:14.
6ㄱ 신 10:8~9.
7ㄱ 안내장로.
8ㄱ 안내권세.
9ㄱ 교성 81:2; 107:22,

65~67, 91~92.
10ㄱ 안내대제사.

ㄴ 교성 121:34~37.

13ㄱ 안내아론, 모세의 형제.
ㄴ 안내아론 신권.

14ㄱ 교성 20:52; 107:5.
15ㄱ 안내감독.
16ㄱ 교성 68:14~21;

107:68~76.
17ㄱ 교성 68:15.

ㄴ 안내성임하다, 성임.

18ㄱ 안내열쇠, 신권의.
19ㄱ 앨 12:9~11; 

교성 63:23; 84:19~22. 
안내하나님의 비밀.

ㄴ 히 12: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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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ㄷ중보자 예수와의 친교와 임재하
심을누리는것이니라.

20 소신권 곧 아론 신권의 권능과
권세는 성약과 계명에 따라 천사의
성역의 ㄱ열쇠를 지니며, 외형적 ㄴ의
식곧복음의조문과ㄷ죄사함을위한
회개의ㄹ침례를집행하는것이니라.

21 이두신권안에있는여러직분
에 성임된 자 중에서 생겨나거나 임
명되는 회장들 곧 감리 역원들이 필
연적으로있어야하느니라.

22 ㄱ멜기세덱신권에서는, 세사람
의 ㄴ감리대제사가그무리에의해서
선택되어 그 직분에 지명 성임되고
교회의 신임과 신앙과 기도로써 ㄷ지
지되어교회의제일회장단정원회를
구성하느니라.

23 ㄱ십이순회평의원은부름을받
아 ㄴ십이사도곧온세상에서그리스
도의 이름의 특별한 증인이 되나
니－이같이 그들의 부름의 의무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역원과는 다르
도다.

24 그리고 그들은 앞서 언급한 세
회장과 권세와 권능이 동등한 정원
회를구성하느니라.

25 ㄱ칠십인도 또한 복음을 전파하
며 이방인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서
특별한 증인이 되도록 부름을 받나
니－이같이 그들의 부름의 의무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역원들과는 다

르도다.
26 그리고 그들은 방금 언급한 열

두 명의 특별한 증인 곧 사도들의 정
원회와 권세가 동등한 정원회를 구
성하느니라.

27 그리고 이 정원회들 중 어느 하
나가 내리는 결정은 그 정원회의 만
장일치의 지지로 내려져야 하나니,
곧 각 정원회의 모든 회원이 그 결정
에 동의해야만 하느니라. 이는 그들
의 결정이 서로 똑같은 권능 곧 효력
을가지게하기위함이요－

28 사정상 달리 하기가 불가능한
때에는 과반수로 정원회를 구성할
수있느니라－

29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들
의 결정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성임된의롭고거룩한사람들이었던
세 명의 회장으로 구성된 정원회의
결정이 고대에 그러하였던 것과 똑
같은축복을받을자격이없도다.

30 이들정원회또는그중한정원
회의결정은모든 ㄱ의로움으로, 거룩
함과 겸손한 마음, 온유함과 오래 참
음으로, 그리고 신앙과 ㄴ덕과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애와 자애로
내려져야만하나니,

31 이는 약속이 만일 그들 안에 이
러한 것이 풍성하면 주를 아는 일에
ㄱ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는
것임이니라.

19ㄷ 안내중보자.
20ㄱ 교성 13:1; 84:26~27.

ㄴ 안내의식.
ㄷ 안내죄 사함.
ㄹ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

22ㄱ 안내멜기세덱 신권.

ㄴ 교성 90:3, 6; 107:9,
65~67, 78~84, 91~92.

ㄷ 안내지지함, 교회
지도자를.

23ㄱ 교성 107:33~35.
ㄴ 안내사도.

25ㄱ 안내칠십인.
30ㄱ 교성 121:36. 

안내의로운, 의로움.
ㄴ 교성 121:41. 

안내덕.
31ㄱ 벧후 1:5~8.



32 그리고 이들 정원회의 어떠한
결정이 불의하게 내려진 경우에는
그것을 교회의 영적인 관리 역원을
구성하는 여러 정원회의 총회에 제
소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고서
는 그들의 결정에 어떠한 항소도 있
을수없느니라.

33 십이사도는 순회 감리 고등평
의회라, 하늘의 제도에 따라 교회의
제일회장단의 지시 아래 주의 이름
으로 직분을 수행하며, 교회를 세우
며, 모든 나라에서 교회의 제반사를
조정하여야 하나니, 먼저는 ㄱ이방인
에게요그다음은유대인에게로다.

34 칠십인은 ㄱ십이사도곧순회고
등평의회의 지시 아래 주의 이름으
로 행하여, 교회를 세우며 모든 나라
에서 교회의 제반사를 조정하여야
하나니, 먼저는 이방인에게요 그 다
음은유대인에게로다.

35 십이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문을 열기 위
하여 열쇠를 지니고 파송되나니, 먼
저는 이방인에게요 그 다음은 유대
인에게로다.

36 시온의 스테이크에 있는 상임
ㄱ고등평의회는 교회의 제반사에 있
어서, 그들의모든결정에있어서, 제
일회장단정원회나순회고등평의회
와 권세가 동등한 정원회를 구성하
느니라.

37 시온의 고등평의회는 교회의
제반사에 있어서, 그들의 모든 결정
에 있어서 시온의 스테이크들에 있
는 십이인의 평의회들과 권세가 동
등한정원회를구성하느니라.

38 순회 고등평의회는 도움이 필
요할 때 복음을 전파하며 베풀기 위
한 여러 부름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 대신에 ㄱ칠십인을 부르는 것이
그들의의무니라.

39 십이사도는 계시로써 그들에게
지정되는 대로 교회의 모든 큰 지부
안에 ㄱ축복사를 성임하는 것이 그들
의의무이니－

40 이 신권의 반차는 아버지로부
터 아들에게로 전해 내려가도록 확
인된 것이요, 약속들이 주어진 택함
받은 자손의 실제 후손에게 당연히
속하는것이니라.

41 이반차는 ㄱ아담의시대에제정
되었고다음과같이 ㄴ혈통을따라내
려왔느니라.

42 아담에게서 ㄱ셋에게로, 셋은 육
십구 세의 나이에 아담에게 성임 받
았고그(아담)가죽기삼년전에그에
게서 축복을 받았으며, 그의 후손은
주의 택하신 자가 되며 그들이 세상
의끝까지보전되리라는하나님의약
속을그의아버지에게서받았나니,

43 이는 그(셋)가 ㄱ완전한 사람이
었고그의 ㄴ모습이그의아버지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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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ㄱ 니전 13:42; 
3니 16:4~13; 
교성 90:8~9.

34ㄱ 교성 112:21.
36ㄱ 안내고등평의회.
38ㄱ 안내칠십인.

39ㄱ 안내복음 전하는 자;
축복사, 축복사의.

41ㄱ 안내아담.
ㄴ 창 5; 

교성 84:6~16; 
모세 6:10~25.

42ㄱ 안내셋.
43ㄱ 안내완전한.

ㄴ 창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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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그대로였던 까닭에 그는 모든 면
에서 자기 아버지와 같아 보였고 다
만 그 나이로써만 그와 구별될 수 있
었더라.

44 이노스는 일백삼십사 세 사 개
월의 나이에 아담의 손으로 성임되
었느니라.

45 하나님은 게난을 그의 나이 사
십 세에 광야에서 불렀으며, 그가 세
돌라막이라 하는 곳을 여행할 때 아
담을 만났더라. 그가 자신의 성임을
받았을때는팔십칠세이었더라.

46 마할랄렐이 아담의 손으로 성
임 받았을 때 그는 사백구십육 세 이
레였고, 아담이 또한 그를 축복하였
더라.

47 야렛이 아담의 손으로 성임 받
았을 때 그는 이백 세였고 아담이 또
한그를축복하였더라.

48 ㄱ에녹이 아담의 손으로 성임
받았을 때 그는 이십오 세였고 그가
육십오 세 때 아담이 그를 축복하였
더라.

49 그리고 그가 주를 뵈었고 주와
동행하였으며끊임없이그의면전에
있었고, 그가 삼백육십오 년을 하나
님과 ㄱ동행하더니, 이에 ㄴ변화되었
을때그는사백삼십세가되었더라.

50 ㄱ므두셀라가 아담의 손으로 성
임받았을때그는일백세이었더라.

51 라멕이 셋의 손으로 성임 받았

을때그는삼십이세이었더라.
52 ㄱ노아가 므두셀라의 손으로 성

임받았을때그는십세이었더라.
53 아담이죽기삼년전에그는모

두 ㄱ대제사인 셋, 이노스, 게난, 마할
랄렐, 야렛, 에녹 그리고 므두셀라를
그의 의로운 나머지 후손들과 함께
ㄴ아담-온다이-아만의 골짜기에 불러
거기에서 그의 마지막 축복을 그들
에게주었더라.

54 이에 주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시니 그들이 일어나 ㄱ아담을 축복하
고 그를 ㄴ미가엘, 왕자, 천사장이라
불렀더라.

55 이에 주께서 아담을 위로하시
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머리
로 세웠으니, 허다한 민족이 네게서
나올 것이요, 너는 영원토록 그들을
다스리는ㄱ왕자니라하시더라.

56 이에 아담이 무리 가운데서 일
어나, 연로하여 허리가 굽었음에도
불구하고성신으로충만하여마지막
세대에 이르기까지 자기 후손에게
일어날 일을 무엇이든지 다 ㄱ예언하
였더라.

57 이 일들은 에녹의 책에 모두 기
록되었나니, 때가 이르면 증거할 것
이니라.

58 ㄱ십이사도는 또한 계시에 따라
교회의 모든 다른 역원을 ㄴ성임하고
질서정연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의

48ㄱ 안내에녹.
49ㄱ 창 5:22; 

히 11:5; 
모세 7:69.

ㄴ 안내변화된 존재.
50ㄱ 안내므두셀라.

52ㄱ 안내노아, 성경의 족장.
53ㄱ 안내대제사.

ㄴ 교성 78:15; 116:1. 
안내아담-온다이-아만.

54ㄱ 교성 128:21. 
안내아담.

ㄴ 안내미가엘.
55ㄱ 교성 78:16.
56ㄱ 모세 5:10.
58ㄱ 안내사도.

ㄴ 안내성임하다, 성임.



무이니, 그계시에이르기를,
59 교회업무에관한교회의 ㄱ율법

에 더하여 시온의 땅에 있는 그리스
도의교회에주는것이라－

60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장로 직분
에속한자들을감리할 ㄱ감리장로들
이반드시있어야하고,

61 또한 ㄱ제사 직분에 속한 자들
을 감리할 제사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62 같은 모양으로 또한 교사 직분
에속한자들을 ㄱ감리할교사들이반
드시 있어야 하고, 집사들도 또한 그
러하니－

63 그런즉 교회의 성약과 계명에
따라 각기 그들이 임명되는 대로 집
사로부터 교사에 이르기까지, 교사
로부터 제사에 이르기까지, 제사로
부터장로에이르기까지그러하며,

64 그러고 나서 모든 것 중에 가장
큰대신권이오느니라.

65 그런즉 신권을 감리하도록 대
신권 중에서 한 사람이 반드시 지명
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는 교회의
대신권의회장이라칭하여질지니,

66 또는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대
신권을 감리하는 ㄱ감리 대제사라 칭
하여질지니라.

67 의식의 집행과 교회에 임하는
축복이 ㄱ안수에 의하여 그에게서 오
느니라.

68 그런즉 감독의 직분은 이와 동
등하지아니하니, 이는 ㄱ감독의직분
은 모든 현세적인 일을 수행함에 있
음이니라.

69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은 그
가 아론의 ㄱ실제 자손이 아닌 한, 대
ㄴ신권중에서택해져야만하느니라.

70 이는 아론의 실제 자손이 아닌
한그가그신권의열쇠를지닐수없
음이니라.

71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 곧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는
현세적인 일들을 수행하도록 성별
받을 수 있나니, 진리의 영으로써 그
일들에대한지식을가지게되며,

72 또한이스라엘의 ㄱ판사가되며,
교회의 업무를 행하며, 교회의 장로
중에서 그가 택하였거나 택하게 될
그의 보좌들의 도움으로 율법에 따
라 그의 앞에 놓이게 될 증거에 기초
하여 범법자들을 재판하는 자리에
앉게되느니라.

73 이것이 아론의 실제 자손은 아
니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대신
권에성임된감독의의무니라.

74 이같이 그는 시온의 주민 가운
데서 또는 시온의 한 스테이크 안에
서 또는 교회의 어느 지부에서든지
그가 이 성역에 성별된 곳에서 판사
곧 보통 판사가 되어야 하나니 시온
의 경계가 넓혀져서 시온에나 다른
곳에서 다른 감독들 또는 판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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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ㄱ 교성 43:2~9.
60ㄱ 교성 107:89~90.
61ㄱ 교성 107:87.
62ㄱ 교성 107:85~86.

66ㄱ 교성 107:9, 91~92. 
안내회장.

67ㄱ 안내손, 안수.
68ㄱ 안내감독.

69ㄱ 교성 68:14~24; 84:18;
107:13~17.

ㄴ 안내멜기세덱 신권.
72ㄱ 교성 58: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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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것이 필요하게 될 때까지 그러
하니라.

75 그리고 다른 판사들이 임명되
는 만큼, 그들도 같은 직분을 수행해
야하느니라.

76 그러나 아론의 실제 자손은 이
신권의 회장직과 이 성역의 ㄱ열쇠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며, 멜기
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신권의 회장
이 재판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
좌 없이 독립적으로 감독의 직분을
수행하며 이스라엘의 판사로 앉을
합법적인권리가있느니라.

77 그리고 이 평의회들 가운데 어
느 하나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말하
는계명에따라야하나니, 이르기를,

78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와 교
회의가장 ㄱ어려운안건들은감독또
는 판사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만큼, 그것을 교회의 평의회로 넘겨
대신권의 ㄴ회장단 앞에 상정해야 하
느니라.

79 그리고 대신권 평의회의 회장
단은 보좌로서 도울 다른 대제사들
곧 열둘을 부를 권능이 있고 그리하
여 대신권의 회장단과 그 보좌들은
교회의 율법에 따라 증거에 기초하
여판결을내릴권능이있느니라.

80 이 결정 이후에는 그것이 주 앞
에서 다시는 기억한 바 되지 말아야
하나니, 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의 최고 평의회가 되며 영적 문제에
있어서 논쟁에 대한 최종 판결이 됨
이니라.

81 교회에 속한 자로서 교회의 이
평의회가 면제되는 자는 아무도 없
느니라.

82 그리고 대신권의 회장이 범법
하면, 그는 대신권의 열두 보좌의 도
움을 받을 교회의 총평의회 앞에서
기억한바되어야하느니라.

83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 내려질
그들의 판결은 그에 대한 논쟁의 끝
이되어야하느니라.

84 그리하여, 하나님의 ㄱ공의와율
법이 면제되는 자는 아무도 없으리
니, 이는만사가진리와의에따라그
의 앞에서 질서 있고 엄숙하게 이루
어지게하려는것이니라.

85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
게이르노니, ㄱ집사의직분을관장하
는 회장의 의무는 열두 집사를 감리
하며, 그들과 함께 평의회에 앉으며,
성약에 따라 주어진 대로 그들의 의
무를그들에게 ㄴ가르치며, 서로교화
되느니라.

86 그리고 또한 ㄱ교사들의 직분을
감리하는 회장의 의무는 교사 이십
사 명을 감리하며, 그들과 함께 평의
회에 앉으며, 성약에 주어진 대로 그
들의 직분의 의무를 그들에게 가르
치는것이니라.

87 또한아론신권을관장하는회장

76ㄱ 안내열쇠, 신권의.
78ㄱ 교성 102:13, 28.

ㄴ 교성 68:22.
84ㄱ 안내공의.

85ㄱ 안내집사.
ㄴ 교성 38:23; 

88:77~79, 118.
86ㄱ 교성 20:53~60. 

안내교사, 아론 신권.



의 의무는 사십팔 명의 ㄱ제사를 감리
하며 그들과 함께 평의회에 앉으며,
성약에주어진대로그들의직분의의
무를그들에게가르치는것이라－

88 이회장은 ㄱ감독이되어야하나
니, 이는 이것이 이 신권의 의무 중
하나가됨이니라.

89 또 ㄱ장로들의 직분을 관장하는
회장의 의무는 구십육 명의 장로를
감리하며, 그들과 함께 평의회에 앉
으며, 성약에 따라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니라.

90 이 회장단은 칠십인의 회장단
과는구별되나니, 온세상을 ㄱ여행하
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니라.

91 그리고 또, 대신권 직분의 회장
의의무는온교회를 ㄱ감리하는것이
요, ㄴ모세와같이되는것이라－

92 보라, 지혜가여기에있나니, 그
러하도다 ㄱ선견자, ㄴ계시자, 번역자,
ㄷ선지자가되어교회의머리위에내
려주시는하나님의모든 ㄹ은사를가
지는것이니라.

93 그리고 칠십인이 칠십인의 수
가운데서 택함을 받아 그들을 감리
할일곱사람의회장을가짐은 ㄱ칠십
인의 제도를 보여 주는 시현을 따른
것이니,

94 이들 회장의 일곱째 회장은 여

섯을감리하느니라.
95 그리고 이들 일곱 회장은 그들

이 속한 제일 칠십인 외에 다른 칠십
인을 택하고 그들을 감리해야 하느
니라.

96 그리고 또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이 더 필요하여 요구되면, 다른
칠십인을 칠십의 칠 배까지 택하여
야하느니라.

97 그리고이들칠십인은 ㄱ순회성
역자가 되어야 하나니, 먼저는 이방
인에게요또한유대인에게로다.

98 한편으로, 십이사도나 칠십인
에도 속하지 아니한 교회의 다른 역
원들은 그들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높고 책임 있는 직분을 지녔을지라
도 모든 나라 가운데를 여행할 책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사정이 허락하
는대로여행해야하느니라.

99 그런즉 이제 모든 사람은 자기
ㄱ의무를 배우고 자신이 임명된 그
직분을 ㄴ부지런히 행하기를 배울지
어다.

100 ㄱ게으른 자는 그 직을 맡기에
ㄴ합당한자로헤아림을받지못할것
이요, 자기 의무를 배우지 아니하고
인정받음을 보이지 못하는 자도 그
직분을 맡기에 합당한 자로 헤아림
을 받지 못하리라. 참으로 그러하도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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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ㄱ 안내제사, 아론 신권.
88ㄱ 안내감독.
89ㄱ 안내장로.
90ㄱ 교성 124:137.
91ㄱ 교성 107:9, 65~67.

ㄴ 교성 28:2; 103:16~21.
92ㄱ 모사 8:13~18. 

안내선견자.
ㄴ 안내계시.
ㄷ 교성 21:1. 

안내선지자.
ㄹ 안내은사, 영의.

93ㄱ 교성 107:38. 
안내칠십인.

97ㄱ 교성 124:138~139.
99ㄱ 안내의무.

ㄴ 안내부지런함.
100ㄱ 교성 58:26~29. 

안내게으른, 게으름.
ㄴ 안내합당, 합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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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라이먼 셔먼은 자기 죄를 용서
받음. 4~5, 그는 교회의 지도적 위치
에 있는 장로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
게될것임. 6~8, 그는복음을전파하
고 자기 형제를 굳게 하도록 부름을
받음.

진실로이같이 주가 너, 나의 종
라이먼에게이르노라. 너는네

죄 사함을 받았나니, 이는 네가 나의
음성에 순종하여 내가 임명한 자에
게서 권고를 받기 위하여 오늘 아침
에이리로올라온까닭이니라.

2 그러므로, 네 영적 입장에 관하
여는 네 영혼이 ㄱ쉼을 얻고 다시는
내음성에항거하지말라.

3 그리고일어나이제부터더욱조
심하여 네가 이미 세웠고 또 지금 세
우는 네 맹세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
는심히큰축복으로복을받으리라.

4 나의 종들에 의해 ㄱ성회가 소집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그리하면
너는 나의 첫 장로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요, 내가 택한 나의 나머지 장로
들과 함께 성임에 의해서 권리를 받
으리라.

5 보라, 이것은, 만일 네가 계속하
여 충실하면, 네게 주시는 아버지의
ㄱ약속이니라.

6 그리고 이 일은 그 날에 네게
이루어져서, 이제부터 곧 그때부터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든지 나의
복음을 ㄱ전파할 권리를 너는 갖게
되리라.

7 그러므로 네 모든 대화로, 네 모
든기도로, 네모든권면으로, 네모든
행함으로네형제들을ㄱ굳게하라.

8 그리고 보라, 또 바라보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영원히 너를 축복하
고너를ㄱ건져내리라. 아멘.

108 2ㄱ 안내안식.
4ㄱ 교성 109:6~10.
5ㄱ 교성 82:10.

6ㄱ 안내선교 사업.
7ㄱ 눅 22:31~32.
8ㄱ 니후 9:19.

제 108 편

1835년 12월 26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시(교회사 2:345). 이 편은 라이먼 셔먼의 요청으로 받은 것이다. 그는
이전에 대제사와 칠십인으로 성임되었는데 선지자에게 와서 자기의 의무를
알게해주는계시를요청하였다.

오실 장소로 지어졌음. 6~21, 이 성1~5, 커틀랜드 성전은 인자가 찾아

제 109 편

1836년 3월 27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성전 헌납식에서 드린 기도(교회사
2:420~426). 선지자가기록한진술에따르면, 이기도는계시에의해서그에게
주어졌다.



전은 기도, 금식, 신앙, 학문, 영광과
질서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
어야 함. 22~33,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굴복을
당하게 하시옵소서. 34~42, 성도들
이 권능을 지니고 나아가 의인들을
시온으로 집합하게 하시옵소서.
43~53,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악인
들에게 쏟아질 무서운 일들에서 건
짐을 받게 하시옵소서. 54~58, 나라
들과 백성들과 교회들이 복음에 대
한 준비를 갖추게 하시옵소서.
59~67, 유대인과 레이맨인과 모든
이스라엘이 구속을 얻게 하시옵소
서. 68~80, 성도들이 영광과 존귀로
면류관을 쓰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
을얻게하시옵소서.

오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당신의
이름에 ㄱ감사드리나이다. 당신

은 온 마음을 다하여 당신 앞에서 올
바르게 걷는 당신의 종들에게 ㄴ성약
을지키시고, 자비를보이시나이다－

2 당신은당신의종들에게이곳[커
틀랜드]에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집
한채를ㄱ지을것을명하셨나이다.

3 그리고 오 주여, 이제 당신의 종
들이 당신의 계명대로 행하였음을
당신께서보시나이다.

4 그리고거룩하신아버지시여, 이
제 우리는 당신께 비옵나니, 당신 품
속의 아들 곧 그 이름으로만 사람의

자녀들에게 구원이 베풀어질 수 있
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 주
여, 우리가 당신께 비옵나니, 당신께
서 우리에게 짓도록 명하신 바 곧 당
신의종들인우리의손으로 ㄱ지은이
ㄴ집을받아주시옵소서.

5 이는 우리가 큰 환난 가운데서
이 일을 이루었으며, 우리의 살림이
궁핍한 중에서도 우리의 재물을 드
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ㄱ집을
지은 줄 당신께서 아심이오니, 그리
하였음은 인자께서 자기 백성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실 곳을 가지시게
하려함이니이다.

6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한 ㄱ계시
가운데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며 당
신께서 말씀하사 이르시기를－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너희의 성회를
소집하라.

7 그리고모든사람에게신앙이있
는 것이 아닌즉, 너희는 지혜의 말씀
을 부지런히 구하고 서로 가르치라.
그러하도다,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
의 말씀을 구하라. 참으로 연구와 또
한신앙으로학문을구하라.

8 너희 자신을 조직하라. 모든 요
긴한 것을 준비하라. 집 곧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집, 질서의집, 하나님의집을
세우라.

9 그리하여 너희의 들어옴도 주의
이름으로 하며, 너희의 나감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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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1ㄱ 앨 37:37; 
교성 46:32. 
안내감사한, 감사,
감사드림.

ㄴ 단 9:4. 안내성약.
2ㄱ 교성 88:119.
4ㄱ 니후 5:16.
ㄴ 왕상 9:3. 

안내성전, 주의 집.
5ㄱ 교성 124:27~28.
6ㄱ 교성 88:1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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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으로 하며, 너희의 모든 인사도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두 손을 들어
올리고주의이름으로하라－

10 이제,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
가 당신께 비옵나니, 당신의 은혜로
써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도우사, 우
리의 성회를 소집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성회가 당신의 영광이
되며, 당신께 기쁘게 용납되도록 이
루어지게하시고,

11 또 당신 보시기에 우리가 합당
한 자로 발견되도록 이루어지게 하
사, 우리에게 주신 계시 가운데 당신
께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에게 맺으
신 그 ㄱ약속의 성취를 확실히 얻게
하시옵소서.

12 그리하여 당신의 ㄱ영광이 당신
의 백성 위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
신께 헌납하는 당신의 이 집 위에 내
려와 머물게 하시고, 그리하여 당신
의 이 집이 성결하게 되고 헌납되어
거룩하게 되도록 하시고, 또 당신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이 집에 끊이지
않게하시며,

13 또 주의 집의 문지방을 넘어 들
어올 모든 백성이 당신의 권능을 느
끼고, 당신께서 이 집을 성결하게 하
셨고 이 집이 당신의 집이요 당신의
거룩함이 깃든 곳임을 인정하지 않
을수없는느낌을받게하시옵소서.

14 그리고 거룩하신 아버지여, 허
락하사 무릇 이 집에서 예배드릴 모
든 자가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

씀을 가르침 받게 하시고, 당신께서
이르신 것같이 연구와 또한 신앙으
로학문을구하게하시고,

15 그들이 당신 안에서 성장하며,
성신의 충만함을 받고 당신의 율법
에 따라 조직을 갖추며, 모든 요긴한
것을얻을준비가되게하시고,

16 이 집이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영광의 집 그리고 하나님
의집곧당신의집이되게하옵소서.

17 그리하여 당신의 백성이 이 집
안에 들어옴을 모두 주의 이름으로
하게하시고,

18 그들이 이 집에서 나감도 모두
주의이름으로하게하옵시며,

19 또 그들의 모든 인사도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거룩한 손을 들어 올
리고주의이름으로하게하시고,

20 어떠한 ㄱ부정한것도당신의집
에 들어와 이를 더럽히도록 허락되
지않게하시옵소서.

21 또 당신의 백성이 범법할 때에
는, 그어느누구이든지, 그들이속히
회개하여 당신께 돌아와서, 당신 눈
에 은혜를 입어 당신의 집에서 당신
을 ㄱ경외할자위에부어주시기로당
신께서 정하신 여러 축복을 다시 누
리게하시옵소서.

22 또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는
당신께 비옵나니, 당신의 종들이 당
신의 권능으로 무장하여 이 집에서
나아가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이 그
들 위에 있게 하시며, 당신의 영광이

11ㄱ 교성 38:32; 105:11~12,
18, 33.

12ㄱ 안내영광.

20ㄱ 교성 94:8~9; 97:15~17.
21ㄱ 안내경건.



그들을둘러있게하시며, 당신의 ㄱ천
사들이그들을돌보게하시고,

23 이곳에서부터그들이진정으로
심히크고영화로운소식을 ㄱ땅끝까
지 전파하게 하사, 이것이 당신의 일
이요, 당신께서 여러 선지자의 입을
빌어 마지막 날에 관하여 말씀하신
바를이루시려고당신의손을내미셨
음을그들로알게하시옵소서.

24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는 당
신께 비옵나니, 이 당신의 집에서 예
배하며 이름과 지위를 영예롭게 유
지할 백성을 대대로 영원토록 굳게
세우시고,

25 그들을 대적하려고 ㄱ만들어진
무기가 번성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들을 빠뜨리려고 ㄴ함정을 파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가 거기에 빠지게 하
시고,

26 어떠한 악의 결사도 일어나 당
신께서이집에서당신의 ㄱ이름을그
들 위에 두신 당신의 백성을 ㄴ이길
힘을갖지못하게하옵소서.

27 그리고 만일 어느 백성이 이
백성을 대적하여 일어나면, 당신의
노여움이 그들을 향하여 불붙게 하
시고,

28 또 만일 그들이 이 백성을 치면
당신께서 그들을 치시며, 전쟁의 날
에 당신께서 행하셨던 것같이 당신
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사, 그들이 그
들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

게하시옵소서.
29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는 당

신께 비옵나니, 당신의 종 또는 종들
을 거스려 거짓 소문을 널리 세상에
퍼뜨린 자들이 만일 영원한 복음이
그들의 귀에 선포될 때에 회개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놀라게 하시며, 수치와 혼란
을당하게하시고,

30 그들의 모든 일이 허사가 되며,
ㄱ우박으로, 그리고 당신께서 당신의
분노 중에 그들에게 보내실 심판으
로 쓸려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당신
의백성에대한 ㄴ거짓말과비방이끝
이나게하시옵소서.

31 오주여, 이는당신의종들이당
신의 이름을 증거함에 있어 당신 앞
에지금까지무죄하였음을당신께서
아시오며 그로 인해 그들이 이러한
일을당하였음이니이다.

32 그러므로 우리는 이 ㄱ멍에 아
래에서 충분하고도 완전하게 벗어
나게 해 주시기를 당신 앞에 탄원하
나이다.

33 오주여, 깨뜨려주시옵소서. 당
신의권능으로당신의종들의목에서
그 멍에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리
하여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 일어
나당신의일을하게해주시옵소서.

34 오 여호와여, 이 백성에게 자비
를베푸시옵소서. 모든사람이 ㄱ죄를
범하오니당신백성의범법을용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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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ㄱ 안내천사.
23ㄱ 교성 1:2.
25ㄱ 사 54:17.

ㄴ 잠 26:27; 

니전 14:3; 22:14.
26ㄱ 왕상 8:29.

ㄴ 교성 98:22.
30ㄱ 사 28:17; 모사 12:6;

교성 29:16.
ㄴ 3니 21:19~21.

32ㄱ 안내멍에.
34ㄱ 롬 3:23; 5:12. 안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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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고, 영원히지워없애주시옵소서.
35 당신의 성역자들의 ㄱ기름 부음

이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으로 그들
위에인봉되게하시옵소서.

36 오순절 날에 저들 위에 이루어
진 것같이 그 일이 그들에게 이루어
지게 하시옵소서. ㄱ방언의 은사 곧
불의혀같이 ㄴ갈라지는것과또이를
통역하는 은사를 당신의 백성 위에
부어주시옵소서.

37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하심같이 당신의 ㄱ영광으로 당신의
집이가득차게하여주시옵소서.

38 당신의종들위에성약의 ㄱ증거
를 두사, 그들이 나아가 당신의 말씀
을선포할때에그들로율법을 ㄴ인봉
하게하시고, ㄷ땅의주민의범법으로
말미암아 당신께서 당신의 진노 중
에 그들에게 보내려 하시는 그 모든
심판에 대하여 당신의 성도들의 마
음을 준비시키게 하사, 당신의 백성
이 환난의 날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
옵소서.

39 그리고 당신의 종들이 어느 도
시에 들어가든지 그 도시의 백성이
그들의 증거를 받아들이면, 당신의
평안과 당신의 구원이 그 도시에 임
하게 하사, 그들이 의인을 그 도시에
서 집합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들
이 영원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당신께서 지정하신 곳들인 ㄱ시온으

로 또는 시온의 스테이크로 나아오
게하시옵소서.

40 그리고 이 일이 완수되기까지
는 당신의 심판이 그 도시 위에 내리
지않게하시옵소서.

41 그리고 당신의 종들이 어느 도
시에 들어가든지 그 도시의 백성이
당신의종들의증거를받아들이지아
니하여, 당신의 종들이 그들에게 이
패역한 세대에서 자신들을 구하라고
경고하면, 당신의 선지자들의 입으
로 당신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 일
이그도시에임하게하시옵소서.

42 그러나 오 여호와여, 우리는 당
신께 간구하옵나니, 그들의 손에서
당신의 종들을 건져내 주시고 그들
의 피에 대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
여주시옵소서.

43 오주여, 우리는우리이웃의멸
망을 기뻐하지 아니하오며, 그들의
ㄱ영혼은당신앞에귀하니이다.

44 그러나 당신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돕는 ㄱ은혜로써 당신의 종들을 도우
사, 오주여, 우리의뜻대로마시옵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
하게하시옵소서.

45 우리는당신께서당신의선지자
들의입으로 ㄱ마지막날에악인에관
하여 두려운 일을 말씀하신 것을 곧,
당신의 심판을 한량없이 쏟으시겠다

35ㄱ 안내기름 붓다.
36ㄱ 안내방언의 은사.

ㄴ 행 2:1~3.
37ㄱ 교성 84:5; 109:12. 

안내영광.
38ㄱ 안내간증.

ㄴ 사 8:16; 
교성 1:8.

ㄷ 안내지구－지구가
깨끗하게 됨.

39ㄱ 사 35:10.
43ㄱ 안내영혼.

44ㄱ 안내은혜.
45ㄱ 안내마지막 날, 후일.



고하신것을아나이다.
46 그러하오니, 오 주여, 악인들의

재앙에서 당신의 백성을 건져주시옵
소서. 당신의 종들이 율법을 인봉하
고증거를굳게맬수있게하시고, 그
리하여그들이불타는날을대비하여
준비가갖추어지게하시옵소서.

47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는 당
신께 비옵나니, 미주리 주 잭슨 군의
주민들에 의하여 그들의 기업의 땅
에서 쫓겨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
옵소서. 그리고오주여, 그들에게지
워진 이 고난의 멍에를 깨뜨려 주시
옵소서.

48 오 주여, 그들이 악인들에게 크
게 억압받고 고난을 받았으며, 그들
의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ㄱ넘쳐나는 줄 당신께
서아시나이다.

49 오주여, 당신께서이백성이이
고난을 견디도록 버려두시며, 그들
의 무죄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당신
의 귀에 상달되게 하시며, 그들의
ㄱ피가당신앞에증거로올라오게하
시며, 그들을 위하여 당신의 증거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기를 ㄴ어느 때까
지하시려하나이까?

50 오 주여, 당신의 백성을 쫓아낸
악한폭도에게 ㄱ자비를베푸사, 그들
로 노략하기를 그치게 하시고, 만일
회개를 찾으실 수 있사옵거든, 그들
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옵
소서.

51 그러나 만일 그들이 회개하려
하지아니하거든, 오주여, 당신의팔
을 드러내사, 당신께서 정하신 것 곧
당신의 백성을 위한 시온을 ㄱ구속하
여주시옵소서.

52 그리고 만일 달리 하실 수 없으
시거든, 당신 백성의 대업이 당신 앞
에서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당신의
노여움이 불붙게 하시며, 당신의 분
노가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
이 하늘 아래로부터 뿌리와 가지가
모두황폐하게하시옵소서.

53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는 만큼,
당신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니, 당
신께서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보실 때에 당신의 진노를 돌
이키시리이다.

54 오주여, 땅의모든나라에자비
를 베푸시옵소서. 우리나라의 통치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우
리의 선조가 그처럼 영예롭고 고귀
하게 수호한 저 원칙들 곧 우리나라
의 ㄱ헌법이 영원토록 확립되게 하시
옵소서.

55 땅의 임금들, 왕자들, 귀족들,
위인들과 땅의 모든 백성과 교회들
과 모든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고난
받는자들을기억하여주시옵소서.

56 그리하여 당신의 종들이 당신
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당신의
집에서나갈때, 오여호와여,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ㄱ진리
앞에서 그들의 편견이 사라지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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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ㄱ 안내긍휼.
49ㄱ 안내순교자, 순교.

ㄴ 시 13:1~2.

50ㄱ 안내자비로운, 자비.
51ㄱ 교성 100:13; 105:2.
54ㄱ 벧전 2:13~15; 

교성 98:5~7; 
101:77, 80. 안내헌법.

56ㄱ 안내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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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며, 당신의 백성이 모든 사람의 눈
에호의를얻게하시고,

57 모든 땅 끝이, 당신의 종들인
우리가 당신의 음성을 ㄱ들었고 또
당신께서 우리를 보내셨음을 알게
하시고,

58 이 모든 자들 가운데서 당신의
종들, 곧 야곱의 아들들이 의인들을
집합시켜당신께서그들에게명하신
대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성을건설하게하시옵소서.

59 우리는 당신께 비옵나니, 당신
께서 지정해 주신 이 스테이크 외에
다른 ㄱ스테이크들을 시온에 지정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 백성의
ㄴ집합이 큰 권능과 위엄으로 계속되
어당신의일이의안에서 ㄷ단축되게
하시옵소서.

60 오주여, ㄱ이방인과동일시되는
우리에게 당신께서 주신 계시와 계
명들에 관하여, 이제 이러한 말씀들
을우리가당신앞에아뢰었나이다.

61 그러하오나당신께는흐리고캄
캄한 날에 오랫동안 산들 위에 흩어
져 있는 야곱의 자녀들에 대한 큰 사
랑이있는줄당신께서아시나이다.

62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께 비옵
나니, 야곱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

푸사, 이시각부터 ㄱ예루살렘이구속
을얻기시작하게하시고,

63 속박의 멍에가 ㄱ다윗의 집에서
꺾어져벗어지기시작하게하시며,

64 ㄱ유다의 자녀들이 당신께서 그
들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ㄴ땅으
로돌아가기시작하게하시옵소서.

65 그리고 자신들의 범법으로 말
미암아 저주 받고 치심을 당한 야곱
의 ㄱ남은자들이그들의거칠고야만
적인 상태에서 영원한 복음의 충만
함으로ㄴ돌이키게하시고,

66 그리하여 그들이 그들의 유혈
의 무기를 내려놓게 하시고 그들의
반역을그치게하시옵소서.

67 그리고 땅 끝까지 쫓겨나고 흩
어진 ㄱ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모두
진리의 지식으로 나아와 메시야를
믿고 억압에서 구속되며, 당신 앞에
서기뻐하게하시옵소서.

68 오주여, 당신의종조셉스미스
이세와 그의 모든 고난과 박해를 기
억하여 주시옵소서－어떻게 그가
ㄱ여호와와 ㄴ성약을맺었으며당신에
게 맹세하였는지를, 오 야곱의 전능
하신 하나님이시여－그리고 당신께
서 그에게 주신 계명들과 당신의 뜻
을 행하려고 그가 성실히 노력하였

57ㄱ 교성 20:16; 76:22~24.
59ㄱ 사 54:2.

ㄴ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집합.

ㄷ 마 24:22.
60ㄱ 니전 13:1~32;

15:13~18.
62ㄱ 3니 20:29. 

안내예루살렘.
63ㄱ 안내다윗.

64ㄱ 슥 12:6~9; 
말 3:4; 
교성 133:13, 35. 
안내유다.

ㄴ 창 17:1~8. 
안내약속의 땅.

65ㄱ 니후 30:3; 
앨 46:23~24; 
3니 20:15~21; 
교성 19:27.

ㄴ 니후 30:6; 
3니 21:20~22. 
안내돌이킴, 돌이키다.

67ㄱ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집합.

68ㄱ 안내여호와.
ㄴ 안내성약.



음을기억하여주시옵소서.
69 오 주여,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

게 자비를 베푸사, 당신의 면전에서
높임을 받고 당신의 양육하는 손으
로보전되게하시옵소서.

70 그들과 ㄱ직접연고가있는모든
자에게 자비를 베푸사, 그들의 편견
이깨뜨려지며홍수에휩쓸려감같이
쓸려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들이
돌이켜 이스라엘과 함께 구속받게
하시며, 당신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
게하시옵소서.

71 오 주여, 회장들 참으로 당신의
교회의 모든 회장들을 기억하사, 당
신의 오른손이 그들과 그들의 모든
가족과그들의직접적인연고자들을
높이사, 그들의 이름이 영속되게 하
시며, 대대로 영원히 기억되게 하시
옵소서.

72 오주여, 당신의모든교회와그
들의 가족과 그들의 모든 직접적인
연고자들과 그들의 모든 병든 자와
고난 받는 자와 땅의 모든 가난한 자
와 온유한 자를 기억하시옵소서. 그
리하여 당신께서 손대지 아니하고
세우신 ㄱ왕국이태산이되어온땅에
가득하게하시옵고,

73 당신의 교회가 암흑의 광야에
서 나아와 빛을 발하여 ㄱ달과 같이
아름답고 해와 같이 맑고 기를 세운
군대와같이두렵게하시고,

74 당신께서 여러 하늘의 휘장을
걷으시며, 산들이 당신의 면전에서
ㄱ흘러내리게 하시며, ㄴ골짜기들이
돋우어지게 하시며, 거친 곳들이 평
탄케 되게 하실 그 날을 위하여 신부
같이 꾸미게 하시오며, 당신의 영광
이땅에가득하게하시고,

75 그리하여 죽은 자를 위하여 나
팔이 울릴 때에 우리로 구름 가운데
ㄱ붙들려 올라가 당신을 영접하게 하
사, 우리로 항상 주와 함께 있게 하
시고,

76 우리의 옷을 청결하게 하사, 우
리로의의 ㄱ옷을입게하시며우리의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머리에는
ㄴ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우리가 겪은
모든 ㄷ고통의 보상으로 영원한 ㄹ기
쁨을거두게하시옵소서.

77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이 여러 간구를 들으시고 당
신의 거룩한 처소인 하늘에서 우리
에게 응답하시옵소서. 그 곳에서 당
신은 ㄱ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위엄과
능력과 통치권과 진리와 정의와 심
판과 자비와 무한하신 충만함을 지
니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보좌에
앉아계시나이다.

78 오 들으소서. 오 들으소서. 오
우리기도를들으소서. 오주여! 이러
한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당
신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바 우리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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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ㄱ 설명 가까운 친척.
72ㄱ 단 2:44~45; 

교성 65:2.
73ㄱ 아 6:10; 

교성 5:14; 105:31.
74ㄱ 교성 133:21~22, 40.

ㄴ 사 40:4; 
눅 3:5; 
교성 49:23.

75ㄱ 살전 4:17.
76ㄱ 계 7:13~15; 

니후 9:14.

ㄴ 안내면류관; 승영.
ㄷ 히 12:1~11; 

교성 58:4.
ㄹ 안내기쁨.

77ㄱ 안내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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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고인 이 집을 당신께 헌납하오
니, 받아주시오며,

79 또한 이 교회를 받아 주사, 그
위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옵소서. 그
리고 당신의 영의 권능으로 우리를
도우사, 우리로 당신의 보좌를 둘러
싼밝고빛나는 ㄱ스랍들과우리의음

성을 합하여 하나님과 ㄴ어린 양에게
호산나라고노래하며찬양의환호를
외치게하시옵소서!

80 그리고 이들 곧 당신의 기름 부
음 받은 자들로 구원을 ㄱ입게 하시
고, 당신의 성도들이 기쁨으로 크게
외치게하시옵소서. 아멘또아멘.

79ㄱ 사 6:1~2.
ㄴ 안내하나님의 어린 양.

80ㄱ 시 132:16.
110 1ㄱ 안내휘장.

ㄴ 교성 76:12, 19; 
136:32; 138:11.

3ㄱ 계 1:14.
ㄴ 계 1:16; 

조역 1:17.
ㄷ 겔 43:2; 

계 1:15; 
교성 133:21~22.

ㄹ 안내여호와.
4ㄱ 안내장자.
ㄴ 신 5:24.
ㄷ 안내변호자.

5ㄱ 안내용서하다.

교단흉벽위에서계시는데, 그발아
래에는호박같은순금이펴있더라.

3 그의 ㄱ눈은 불꽃같고 그의 머리
털은깨끗한눈같이희고그의 ㄴ얼굴
은 해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의 ㄷ음
성은 큰 물의 격류 소리 같으니, 곧
ㄹ여호와의음성이라. 이르시기를,

4 나는 ㄱ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ㄴ살아 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나는 아버지께 대한 너희의
ㄷ변호자니라.

5 보라, 너희죄는 ㄱ사함받았으니,

1~10, 주여호와께서영광중에나타
나시고 커틀랜드 성전을 그의 집으
로 받아들이심. 11~12, 모세와 일라
이어스가 각각 나타나 그들의 열쇠
와 경륜의 시대를 맡김. 13~16, 말라
기가 약속한 대로 엘리야가 돌아와
그의경륜의시대의열쇠를맡김.

ㄱ

휘
장이우리의마음에서걷히고
우리의 이해의 ㄴ눈이 열렸더

라.
2 우리가 보니, 주께서 우리 앞 설

제 110 편

1836년4월3일오하이오주커틀랜드에있는성전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와
올리버카우드리에게나타내보이신시현(교회사2:435~436). 시현을받은때
는 안식일 모임 중이었다. 선지자는 그 나타나심의 기록에 대한 서문으로 다
음과같이적었다. “오후에나는오늘성찬대에서집행하는특권을가진십이
사도에게서주의만찬을받아서교회회원에게나누어주고있던다른회장들
을도왔다. 나의형제들에게나누어주는이일을마친후에나는휘장이드리
워진설교단으로물러나서올리버카우드리와함께몸을굽히고엄숙한침묵
의 기도를 드렸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자 우리 두 사람에게 다음 시현이 열
렸다”(교회사2:435).



너희는 내 앞에서 깨끗하도다. 그러
므로너희머리를들고기뻐하라.

6 네 형제들은 마음으로 기뻐할지
며, 그힘을다하여내이름을위하여
이 집을 ㄱ지은 나의 모든 백성은 마
음으로기뻐할지어다.

7 이는 보라, 내가 이 ㄱ집을 ㄴ받아
들였고 내 이름이 여기에 있을 것이
며, 내가이집에서자비가운데나의
백성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임이
니라.

8 그러하도다, 만일 내 백성이 나
의 계명을 지키고 이 ㄱ거룩한 집을
ㄴ더럽히지아니하면, 나는나의종들
에게 ㄷ나타나나자신의음성으로그
들에게말하리라.

9 참으로 수천 수만의 마음은 이
집에서 부어질 ㄱ축복과 나의 종들이
이 집에서 받은 ㄴ엔다우먼트로 인하
여크게기뻐하리라.

10 그리고 이 집의 명성은 외국에
까지 퍼지리니, 이는 나의 백성의 머
리위에 ㄱ부어질축복의시작이니라.
참으로그러하도다. 아멘.

11 이 ㄱ시현이 닫히고 난 후에 여
러 하늘이 다시 우리에게 열리더니,
ㄴ모세가우리앞에나타나땅의사방
으로부터이스라엘을 ㄷ모으고 ㄹ북방

땅으로부터 열 지파를 인도해 내는
ㅁ열쇠들을우리에게맡기더라.

12 이일후에 ㄱ일라이어스가나타
나 ㄴ아브라함의 복음의 ㄷ경륜의 시
대를 맡기며 이르기를, 우리와 우리
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우리 뒤의 모
든세대가복을받으리라하더라.

13 이시현이닫힌후에또다른크
고영화로운시현이우리에게갑자가
나타났는데이는죽음을맛보지아니
하고 하늘로 ㄱ들리운 선지자 ㄴ엘리
야가우리앞에서서, 이르기를,

14 보라, 말라기의 입으로 말한 바
된그때가완전히이르렀나니－그가
증거하기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아－

15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
지에게로 ㄱ돌이키게 하리라 돌이
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온 땅이
저주로 치심을 당할까 하노라 하였
느니라.

16 그러므로 이 경륜의 시대의 열
쇠들이 너희 손에 맡겨지나니, 이로
써 너희가 주의 크고 두려운 ㄱ날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 수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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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ㄱ 교성 109:4~5.
7ㄱ 안내성전, 주의 집.
ㄴ 대하 7:16.

8ㄱ 안내거룩한.
ㄴ 교성 97:15~17.
ㄷ 교성 50:45.

9ㄱ 창 12:1~3; 
교성 39:15; 
아브 2:8~11.

ㄴ 교성 95:8. 
안내엔다우먼트.

10ㄱ 교성 105:12.
11ㄱ 안내시현.

ㄴ 마 17:3.
ㄷ 야곱 6:2; 

교성 29:7.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집합.

ㄹ 교성 133:26~32.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열
지파.

ㅁ 안내열쇠, 신권의.
12ㄱ 안내일라이어스.

ㄴ 갈 3:6~29. 
안내이브라함의 성약.

ㄷ 안내경륜의 시대.
13ㄱ 안내변화된 존재.

ㄴ 안내엘리야.
15ㄱ 조역 1:38~39. 

안내계보; 구원, 죽은
자를 위한.

16ㄱ 안내마지막 날, 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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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주께서는 자기의 종들의 현세
적 필요 사항을 돌아보심. 6~11, 주
는 시온을 자비롭게 다루실 것이며
자기 종들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
을준비하실것임.

나주 너희 하나님은 너희의 어리
석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행을

온것을불쾌히여기지아니하노라.
2 나는 너희를 위하여, 시온의 유

익을 위하여 많은 보화를 이 도시에
가지고 있고 또 때가 되면 시온의 유
익을 위하여 너희를 도구로 삼아 내
가 집합시킬 많은 백성을 이 도시에
가지고있느니라.

3 그러므로너희가인도받는대로
또 너희에게 주어지는 대로 이 도시
의사람들과사귈필요가있느니라.

4 또 때가 이르면 이렇게 되리니
내가 이 도시를 너희 손에 줄 터인즉
너희는 이 도시를 다스릴 권능을 가
지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은 너
희의 은밀한 부분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요 금과 은에 관련된 이 도시의
부는너희것이되리라.

5 너희 ㄱ부채에 대하여는 염려하
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갚을힘을줄것임이니라.

6 시온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는 내가 시온을 자비롭게 다룰 것
임이니라.

7 이곳과이주변지역에머물라.
8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 너희가

주로 머물러야 할 곳은 너희에게로
흘러올나의영의 ㄱ평강과권능으로
써너희에게신호하여주리라.

9 이 곳은 너희가 세를 주고 얻어
도좋으니라. 그리고이도시의더옛
적의 주민과 설립자에 관하여 부지
런히조사하라.

10 이는 이 도시에서 너희에게 줄
보화가 하나만이 아니라 더 많이 있
음이니라.

11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ㄱ지혜
로우라. 그러나죄는범하지말라. 그
리하면 너희가 받을 수 있는 대로 속

111 5ㄱ 교성 64:27~29.
8ㄱ 교성 27:16. 

안내평화.

11ㄱ 마 10:16.

제 111 편

1836년 8월 6일 매사추세츠 주 살렘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시(교회사 2: 465~466). 이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역에 힘을 기울인 까
닭에 많은 부채를 지게 되었다. 살렘에서 많은 액수의 돈을 구할 수 있으리라
는말을듣고선지자, 시드니리그돈, 하이럼스미스및올리버카우드리가복
음도전하면서이주장을조사하기위하여오하이오주커틀랜드에서그곳으
로 여행하였다. 형제들은 몇 가지 교회 업무를 처리하고 어느 정도 전도도 하
였다. 나올 돈이 없음이 분명해지자 그들은 커틀랜드로 돌아 왔다. 배경을 이
루는몇가지주요한요소가이계시의말씀중에언급되어있다.



히내가너희 ㄴ유익을위하여만사를 명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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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ㄴ 롬 8:28; 
교성 90:24; 100:15.

112 1ㄱ 행 10:4.
ㄴ 교성 18:28.

3ㄱ 마 23:12; 눅 14:11.
4ㄱ 마 9:2; 요 16:33.
ㄴ 교성 18:6; 90:8~9.
ㄷ 교성 19:27.

5ㄱ 유 1:3.
ㄴ 교성 1:4~5.

6ㄱ 시 125:1.
7ㄱ 엡 6:13~17.

네마음속에너와함께있었느니라.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스스로

를 ㄱ낮추었으므로 너는 높아지리라.
그러므로 네 모든 죄는 사하여졌느
니라.

4 내 앞에서 네 마음을 ㄱ담대하게
하라. 그리고너는 ㄴ이방인에게뿐아
니라 또한 ㄷ유대인에게도 나의 이름
을 증거할지며 땅 끝까지 나의 말을
보낼지니라.

5 그러므로 아침마다 ㄱ논쟁하며
날마다 네 ㄴ경고의 음성을 나아가게
할지어다. 또밤이오면네연설로말
미암아 땅의 주민들이 잠들지 못하
게하라.

6 네 처소가 시온 안에 있음을 알
게 하고 네 집을 ㄱ옮기지 말라. 이는
나 주가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나의
이름을 널리 펴는 일에 네가 해야 할
큰일을가지고있음이니라.

7 그러므로 그 일을 위하여 네 ㄱ허
리를동이라. 또한네발에신을신으
라. 이는 네가 택함을 입었고, 네 길

1~10, 십이사도는 모든 나라와 백성
에게 복음을 보내고 경고의 음성을
높여야 함. 11~15, 그들은 자기 십자
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며 그의 양을
먹여야 함. 16~20, 제일회장단을 영
접하는 자는 주를 영접하는 것임.
21~29, 암흑이 땅을 덮고 있으며, 믿
고 침례를 받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임. 30~34, 제일회장단과 십이사
도회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열쇠
를지님.

진실로이같이 주가 너, 나의 종
토머스에게 이르노라. 나는 네

기도를 들었고 또 네 구제가 그들 곧
네 형제들을 위하여 내 앞에 상달되
어ㄱ기억된바가되었으니, 네형제들
은 나의 이름을 증거하고 이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
ㄴ널리보내도록택함을받고나의종
들로말미암아성임된자들이니라.

2 진실로내가네게이르노니, 나주
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 몇 가지가

제 112 편

1837년 7월 23일오하이오주커틀랜드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를통하여토
머스 비 마쉬에게 주신 계시(교회사 2:499~501). 이 계시에는 어린 양의 십이
사도에 관하여 토머스 비 마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실려 있다. 선지자는
기록하기를이계시는복음이영국에서처음으로전파되던날에받은것이라
하였다. 토머스비마쉬는이때십이사도정원회회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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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산들 가운데 그리고 많은 나라 가
운데놓여있음이니라.

8 또 네 말로 인하여 많은 높은 자
들이 ㄱ낮아질 것이요, 또 네 말로 인
하여 많은 낮은 자들이 높아질 것임
이니라.

9 네 음성은 범법자에게 꾸짖음이
되리니, 네 꾸짖음에 비방자의 혀가
그패역함을그칠지어다.

10 너는 ㄱ겸손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이 손을 잡고 너를 인도할
것이요, 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네게
주리라.

11 내가 네 마음을 알며 네 형제들
에 대한 네 기도를 이미 들었느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그들을 편벽
되게 ㄱ사랑하지말고그들에대한너
의 사랑이 네 자신에 대한 것과 같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나의 이
름을 사랑하는 자 모두에게 네 사랑
을풍성하게하라.

12 그리고 십이사도에 속한 네 형
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날카롭게 그들을 훈계하고,
그들로 자기들의 모든 죄에 대하여
훈계 받게 하고 내 앞에서 내 ㄱ이름
에충실하라.

13 그리고 그들의 ㄱ유혹과 많은
ㄴ환난 후에 보라, 나 주는 그들을 살
펴보리니, 만일 그들이 내게 대하여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
하고 그 목을 뻣뻣하게 하지 아니하
면, 그들은 ㄷ돌이키게 될 것이요 나
는그들을낫게하리라.

14 이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은 십이사도 모두에
게 이르는 것이니라. 일어나 너희 허
리를동이고너희 ㄱ십자가를지고나
를따르며, 나의양을ㄴ먹이라.

15 너희 스스로를 높이지 말라. 나
의 종 조셉을 거스려 ㄱ거역하지 말
라.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내가그와함께있으며나의손
이그의위에있을것이며, 내가그에
게 또한 너희에게 준 ㄴ열쇠는 내가
올 때까지 그에게서 취하여 가지 아
니할것임이니라.

16 진실로내가너, 나의종토머스
에게 이르노니, 너는 널리 모든 나라
가운데 십이사도와 관련하여 나의
왕국의 열쇠들을 지니도록 내가 택
한사람이니－

17 이는 네가 나의 종 조셉과 나의
종 ㄱ시드니와 나의 종 ㄴ하이럼이 갈
수 없는 모든 곳에서 왕국의 문을 열
나의종이되게하려함이니라.

18 이는 내가 잠시 동안 그들에게
모든교회의짐을지웠음이니라.

19 그런즉 그들이 너를 어디로 보
내든지 너는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

8ㄱ 안내겸손한, 겸손.
10ㄱ 잠 18:12.
11ㄱ 마 5:43~48. 

안내자애; 사랑.
12ㄱ 안내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짊어짐.

13ㄱ 안내유혹하다, 유혹.
ㄴ 요 16:33; 계 7:13~14;

교성 58:3~4.
ㄷ 3니 18:32. 

안내돌이킴, 돌이키다.
14ㄱ 마 16:24; 

조성,마 16:25~26; 

눅 9:23.
ㄴ 요 21:15~17.

15ㄱ 안내거역.
ㄴ 교성 28:7. 

안내열쇠, 신권의.
17ㄱ 안내리그돈, 시드니.

ㄴ 안내스미스, 하이럼.



와함께할것이요, 어디든지네가나
의 이름을 전파하는 곳에서는, 그들
이 내 말을 받아들이도록 ㄱ효과적인
문이네게열리리라.

20 누구든지 나의 말을 ㄱ받아들이
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누
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내가
보낸 자, 곧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에게 조언자가 되게 한 제일회
장단을받아들이느니라.

21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정식으로 추
천하여 ㄱ권세를 부여하고 네 형제
ㄴ십이사도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파송하는자는너희가그들
을 보내는 어느 나라에든지 나의 왕
국의문을여는권능을가지리니－

22 그들이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추
며 내 말에 거하며 내 영의 음성을
ㄱ듣는만큼, 그러하리라.

23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ㄱ어둠이땅을, 캄캄한어둠
이 사람들의 마음을 덮고 있으며 모
든육체가내앞에서ㄴ부패하였도다.

24 보라, ㄱ보복이땅의주민에게속
히 임하나니, 진노의 날, 불타는 날,
황폐의 날, ㄴ울며 애곡하며 애통하는

날이라. 회리바람같이 그 날이 온 지
면위에임하리라. 주가이르노라.

25 그리고 나의 집 위에서 그 일이
ㄱ시작될 것이요 나의 집으로부터 그
일이나아가리라. 주가이르노라.

26 주가이르노니, 너희가운데에서
나의 이름을 안다고 ㄱ공언하였으나,
나를 ㄴ알지못하였고, 나의집가운데
서 나를 ㄷ모독한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이일이시작되리라. 주가이르노라.

27 그러므로 삼가 이 곳에 있는 나
의 교회의 업무에 관하여는 염려하
지말라. 주가이르노라.

28 그러나 내 앞에서 너희 마음을
ㄱ청결하게 하라. 그러고 나서 온 세
상에 ㄴ다니며나의복음을받지아니
한 모든 피조물에게 나의 복음을 전
파하라.

29 ㄱ믿고 ㄴ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
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고 침례
를받지아니하는자는 ㄷ정죄를받으
리라.

30 이는너희 ㄱ십이사도와, 너희의
조언자요 너희의 지도자로 너희와
함께 임명된 ㄴ제일회장단에게, 때가
찬 ㄷ경륜의시대가있는마지막날을
위하여 또 마지막 때를 위하여 이 신

282교리와 성약 112:20~30

19ㄱ 고전 16:9; 교성 118:3.
20ㄱ 교성 84:35~38.
21ㄱ 안내권세.

ㄴ 교성 107:34~35.
22ㄱ 안내귀를 기울이다;

순종, 순종하는,
순종하다.

23ㄱ 사 60:2; 미 3:6; 
교성 38:11. 
안내배도－초기
그리스도 교회의 배도.

ㄴ 교성 10:20~23.
24ㄱ 안내복수.

ㄴ 교성 124:8.
25ㄱ 벧전 4:17~18.
26ㄱ 마 7:21~23; 

교성 41:1; 56:1.
ㄴ 눅 6:46; 

모사 26:24~27; 
3니 14:21~23.

ㄷ 안내신성을 모독하다,
신성모독.

28ㄱ 안내순수하다, 순수.
ㄴ 막 16:15~16.

29ㄱ 몰 9:22~23; 
교성 20:25~26.

ㄴ 침례, 침례를 주다.
ㄷ 안내정죄.

30ㄱ 안내사도.
ㄴ 안내제일회장단.
ㄷ 엡 1:10; 

교성 27:13; 124:40~42. 
안내경륜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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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권능이주어졌음이니라.
31 이 권능은 창조의 시초부터 어

느 때든지 경륜의 시대를 받은 모든
자와 관련하여 너희가 지니고 있는
것이니라.

32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무릇 너희가 받은 경륜의 시대의
ㄱ열쇠들은조상들에게서 ㄴ내려온것
이요, 마지막으로 하늘에서부터 너
희에게내려보내어진것이니라.

33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너희 부름이 얼마나 큰가 보라.
이세대의피가너희손에 ㄱ요구되지
않도록너희마음과너희옷을 ㄴ깨끗
이하라.

34 내가 올 때까지 충실하라. 이는
내가 속히 ㄱ올 것임이라. 그리고 나
의 상이 내게 있어 모든 사람에게 그
ㄴ행위대로갚아주리라. 나는알파와
오메가니라. 아멘.

32ㄱ 교성 110:11~16. 
안내열쇠, 신권의.

ㄴ 아브 1:2~3.
33ㄱ 교성 72:3.

ㄴ 야곱 1:19.
34ㄱ 계 22:7, 12; 

교성 49:28; 54:10.
34ㄴ 안내행위.
113 1ㄱ 안내이새.
4ㄱ 창 41:50~52; 

교성 133:30~34. 
안내에브라임.

ㄴ 안내권능.
6ㄱ 교성 45:9. 

안내기.
ㄴ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집합.
ㄷ 안내열쇠, 신권의.

후손 또는 요셉 집의 후손인 동시에
이새의후손이니, 그에게많은 ㄴ권능
이놓여있느니라.

5 11장10절에서말한이새의뿌리
는무엇이냐?

6 보라, 이같이주께서이르시느니
라. 이는 요셉의 후손인 동시에 이새
의 후손이니, 마지막 날에 ㄱ기호가
되고 나의 백성들의 ㄴ집합을 위하여
신권과 왕국의 ㄷ열쇠가 정당하게 그
에게속하여있느니라.

7 일라이어스히그비의질문. 이사
야서 52장 1절에 시온이여, 네 힘을
입을지어다 한 명령은 무엇을 뜻하
며, 이사야는 어떠한 백성을 가리켜
말하였느냐?

1~6, 이새의 줄기, 거기에서 나오는
어린 가지 및 이새의 뿌리의 의미가
밝혀짐. 7~10, 흩어진 시온의 남은
자는 신권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주
께돌아오도록권유받음.

이사야서11장1, 2, 3, 4, 5절에서
말한ㄱ이새의줄기는누구냐?

2 진실로 이같이 주께서 이르시나
니, 이는그리스도시니라.

3 이사야서 11장 1절에 말한 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가지는 무엇
이냐?

4 보라, 이같이주께서이르시느니
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는
한 종이요, 부분적으로 ㄱ에브라임의

제 113 편

1838년3월이사야의글에관한몇가지질문에대해서선지자조셉스미스가
준대답(교회사3:9~10).



8 이사야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서 부르실 자들을 가리켜 말하였나
니, 그들은 ㄱ시온을 다시 일으켜 세
우고 이스라엘의 구속을 이루기 위
하여 신권의 권능을 지닐 자요, 그
ㄴ힘을입는다함은신권의권세를지
닌다 함이니, 이에 대하여 시온은 혈
통에의하여당연히가질 ㄷ권리가있
으며, 또한 시온이 잃어버렸던 그 권
능으로되돌아옴을뜻하느니라.

9 2절에서,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이해해야하느냐?

10 우리는 이같이 이해해야 하나
니, 곧 ㄱ흩어진 남은 자들이 그들이
떨어져나왔던곳곧주께로 ㄴ돌아오
도록 권면을 받는 것이니라. 만일 그
들이 이같이 하면 주께서 주실 약속
은주께서그들에게말씀하시리라는
것이니, 곧 그들에게 계시를 주시리
라는 것이니라. 6절, 7절, 8절을 보
라. 그 목의 줄은 시온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이니, 이스라엘의 남
은 자들이 이방인 가운데 흩어져 있
는상태를의미하느니라.

284교리와 성약 113:8~114:2

8ㄱ 안내시온.
ㄴ 교성 82:14.
ㄷ 안내장자의 명분.

10ㄱ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흩어짐.
ㄴ 호 3:4~5, 

니후 6:11.
114 2ㄱ 교성 64:40.

ㄴ 교성 118:1, 6.

를 포함하여 열둘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증거하며 기쁜 소식을 전하
는 사명을 나를 위하여 수행할 수 있
게함은그에게현명한일이니라.

2 이는진실로이같이주가이르거
니와, 너희 가운데 나의 이름을 부인
하는 자가 있는 만큼, 다른 사람들이
그들 ㄱ대신에 ㄴ심어져 그들의 감독
직분을받게할것임이니라. 아멘.

1~2, 충실하지 아니한 자들이 차지
하고 있는 교회 직위는 다른 사람들
에게주어질것임.

진실로 이같이 주가 이르노라.
이는 나의 종 데이비드 더블류

패튼이할수있는대로속히그의사
업을 모두 정리하고 그의 상품을 처
분하여 내년 봄에 다른 사람들 곧 그

제 114 편

1838년 4월 17일미주리주파웨스트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를통하여주신
계시(교회사3:23).

제 115 편

1838년 4월 26일미주리주파웨스트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를통하여주신
계시로서, 그곳을개발하여주의집을건축하는일에관한주의뜻을알게하
시는계시(교회사3:23~25). 이계시는교회의감리역원들에게주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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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께서 자기 교회를 예수 그리
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 이름 지으심.
5~6, 시온과 그 스테이크들은 성도
를위한방어진이며피난처임. 7~16,
성도들은 파웨스트에 주의 집을 지
으라는 명령을 받음. 17~19, 조셉 스
미스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의열쇠를지님.

진실로 이같이 주가 이르되 곧
너, 나의종 ㄱ조셉스미스이세

와 또한 나의 종 ㄴ시드니 리그돈과
또한 나의 종 ㄷ하이럼 스미스 및 지
금 임명되어 있고 또 이후에 임명될
너의보좌들에게와,

2 또한 너 나의 종 ㄱ에드워드 파트
리지와그의보좌들에게와,

3 또한 시온에 있는 나의 교회의
고등평의회－이는 이같이 일컬어져
야 함이라－에 속해 있는 나의 충실
한 종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널리
흩어져 있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 후
기 성도 교회의 모든 장로와 백성에
게이르노라.

4 이는 마지막 날에 나의 ㄱ교회는
이같이, 곧 ㄴ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
도교회라일컬어질것임이니라.

5 진실로내가너희모두에게이르
노니, ㄱ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

여 네 빛이 열국을 위한 ㄴ기가 되게
하라.

6 또 ㄱ시온의 땅에 그리고 그 ㄴ스
테이크들에 ㄷ집합하는 것이, 진노가
온 땅에, 섞인 것이 없이 ㄹ쏟아져 내
릴 때 폭풍우를 피하고 진노를 피할
방어진이되며ㅁ피난처가되게하라.

7 파웨스트시로하여금내게거룩
하고 성별된 땅이 되게 하라. 그리하
면 그 도시는 지극히 거룩하다 일컬
음을받으리니, 이는네가서있는땅
은ㄱ거룩함이니라.

8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
니, 나의 성도들의 집합을 위하여 나
에게 집 한 채를 ㄱ지어 그들이 나를
ㄴ예배할수있게하라.

9 그리고다가오는이번여름에이
일의 시작과 기초와 준비 공사가 있
게할지니라.

10 그리고 시작은 오는 칠월 넷째
날에 하고 그때로부터 나의 백성은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짓기 위하여 부
지런히일할지어다.

11 그리고오늘로부터 ㄱ일년후에
나의 ㄴ집의 기초를 놓는 일을 다시
시작할지어다.

12 그리하여 그들은 그때로부터
그 집이 모퉁잇돌에서부터 그 꼭대
기에 이르기까지 다 완성될 때까지,

115 1ㄱ 안내스미스, 조셉,
이세.

ㄴ 안내리그돈, 시드니.
ㄷ 안내스미스, 하이럼.

2ㄱ 안내파트리지,
에드워드.

4ㄱ 3니 27:4~8.
ㄴ 안내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5ㄱ 사 60:1~3.
ㄴ 사 11:12. 

안내기.
6ㄱ 안내시온.
ㄴ 교성 101:21. 

안내스테이크.
ㄷ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집합.
ㄹ 계 14:10; 

교성 1:13~14.
ㅁ 사 25:1, 4; 

교성 45:66~71.
7ㄱ 안내거룩한.
8ㄱ 교성 88:119; 95:8.
ㄴ 안내예배.

11ㄱ 교성 118:5.
ㄴ 교성 124:45~54.



스프링힐을 주께서는 ㄱ아담-온
다이-아만이라 이름하셨느니

라. 그이유는, 그의말씀인바, 이곳
이 ㄴ아담이자기백성을방문하러올

곳임이니, 곧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와같이 ㄷ옛적부터항상계신이가
앉을곳임이니라.

제 116 편

1838년 5월 19일미주리주데이비스군와이츠페리근처스프링힐이라하는
곳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에게주신계시(교회사3:35).

제 117 편

1838년 7월 8일 미주리 주 파웨스트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시로 윌리엄 마크스, 뉴얼 케이 휘트니 및 올리버 그랜저 등의 당면한 의무
에관한것임(교회사3:45~46).

완성되지 아니한 곳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아니할 때까지 부지런히 일할
지어다.

13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나의종조셉이나나의종시드니
나 나의 종 하이럼은 내 이름을 위하
여집을짓는일로더이상빚을지지
말라.

14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보여 줄
ㄱ양식대로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지
으라.

15 그리고 만일 나의 백성이 내가
그들의 제일회장단에게 보여 줄 양
식대로 그 집을 짓지 아니하면, 나는
그들 손에서 그 집을 받아들이지 아
니하리라.

16 그러나 만일 나의 백성이 내가
그들의 제일회장단 곧 나의 종 조셉

과 그의 보좌들에게 보여 줄 양식대
로그집을지으면, 그리하면나는나
의 백성의 손에서 그 집을 받아들이
리라.

17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
게 이르노니, 파웨스트 시가 나의 성
도들의 집합에 의하여 속히 개발되
어야함이나의뜻이니라.

18 그리고 또한 때때로 나의 종 조
셉에게나타내어지는대로주변지역
에서 다른 장소들이 ㄱ스테이크를 위
하여지정되는것이나의뜻이니라.

19 이는 보라,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임이요, 내가 백성 앞에서 그를 성
결하게 할 것임이라. 이는 그에게 내
가이왕국과성역의 ㄱ열쇠를주었음
이니라. 참으로그러하도다. 아멘.

286교리와 성약 115:13~116:1

14ㄱ 히 8:5; 
교성 97:10.

18ㄱ 교성 101:21. 
안내스테이크.

19ㄱ 안내열쇠, 신권의.
116 1ㄱ 교성 78:15. 

안내아담-온다이-아만.
ㄴ 안내아담.

ㄷ 단 7:13~14, 22.



287 교리와 성약 117:1~12

117 4ㄱ 교성 104:14.
5ㄱ 교성 104:78.
6ㄱ 행 17:26; 

니전 17:36~39.
7ㄱ 사 35:1; 

교성 49:24~25.

8ㄱ 교성 116:1. 
안내아담-온다이-아만.

ㄴ 아브 3:13.
ㄷ 안내에덴.

10ㄱ 마 25:23.
11ㄱ 계 2:6, 15.

ㄴ 안내비밀 결사.
ㄷ 안내감독.

12ㄱ 설명 선지자가
커틀랜드에서 자신의
일을 처리하도록 남긴
대리인.

의ㄱ운명을쥐고있지아니하냐?
7 그러므로 내가 ㄱ메마른 땅에서

움이 돋고 꽃이 피게 하며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지 아니하리요? 주가
이르노라.

8 ㄱ아담-온다이-아만의 산에 그리
고 올라하 ㄴ시네하의 들 곧 아담이
거하던 ㄷ땅에거할곳이충분하지아
니하여서 너희가 한 방울에 불과한
것을 탐하여 더 중한 일을 소홀히 하
느냐?

9 그러므로이리로나의백성의땅
곧시온으로올라오라.

10 나의 종 윌리엄 마크스는 적은
일에 ㄱ충실할지어다. 그리하면많은
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리라. 그는 파
웨스트 시에 있는 나의 백성 가운데
서 감리하고 나의 백성의 축복으로
복을받을지어다.

11 나의 종 뉴얼 케이 휘트니는
ㄱ니골라 당과 그들의 모든 ㄴ은밀한
가증함과 또 내 앞에서 그의 영혼의
모든 소심함을 부끄러워할지어다.
주가 이르노라. 그리고 아담-온다이-
아만의 땅으로 올라와서 나의 백성
을 위하여 이름만이 아닌 명실상부
한ㄷ감독이되라. 주가이르노라.

12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라. 나는 나의 종 ㄱ올리버 그랜저
를 기억하거니와, 보라, 진실로 내가
그에게 이르노니, 그의 이름이 대대

1~9, 주의 종은 현세적인 것을 탐하
지 말 것, 무릇“재산이 주께 무엇이
냐?”10~16, 그들은영혼의소심함을
버려야 하며 그들의 희생은 주께 거
룩하게될것임.

진실로 이같이 주가 나의 종 윌
리엄 마크스에게 그리고 또한

나의 종 뉴얼 케이 휘트니에게 이르
노니, 그들은 자기 사업을 신속히 정
리하여나주가땅위에눈을다시내
리기 전에 커틀랜드 땅을 떠나 여행
할지어다.

2 그들은깨어일어나나아가며머
물지말지니, 이는나주가이를명함
이니라.

3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머물면,
그들은잘되지못하리라.

4 그들은자기들의모든죄와자기
들의 모든 탐욕을 내 앞에서 회개할
지어다. 주가 이르노라. 무릇 ㄱ재산
이내게무엇이냐? 주가이르노라.

5 ㄱ빚을 갚기 위하여 커틀랜드의
재산을 내어 놓으라. 주가 이르노라.
그것들을 처분하라. 주가 이르노라.
그리고 남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
손에남아있게하라. 주가이르노라.

6 대저 내가 공중의 새와 또한 바
다의 고기와 산의 짐승을 가지고 있
지 아니하냐? 내가 땅을 만들지 아니
하였느냐? 내가 땅의 열국 모든 군대



로 영원무궁토록 거룩한 기념으로
간직되리라. 주가이르노라.

13 그러므로 그는 나의 교회의 제
일회장단의 빚 갚는 일에 힘써 싸우
라. 주가이르노라. 그는넘어져도다
시 일어나리니, 이는 그의 ㄱ희생은
그의 증진보다 내게 더욱 신성할 것
임이니라. 주가이르노라.

14 그러므로 그는 신속히 이리로,
시온의 땅으로 올라올지어다. 그리
하여 때가 이르면, 그는 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한 상
인이되리라. 주가이르노라.

15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나의 종
올리버 그랜저를 경멸히 여기지 말
지어다. 도리어 나의 백성의 축복이
영원무궁토록그에게있을지어다.

16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
게 이르노니, 커틀랜드 땅에 있는 나
의 모든 종은 주 그들의 하나님을 기
억하고 또한 나의 집을 기억하여 거
룩히 지켜 보전하며, 내가 정한 때에
이르면 돈 바꾸는 자들을 넘어뜨릴
지어다. 주가 이르노라. 참으로 그러
하도다. 아멘.

288교리와 성약 117:13~118:5

13ㄱ 안내희생.
118 1ㄱ 행 1:13, 16~17,

22~26.

2ㄱ 안내마쉬, 토머스 비.
3ㄱ 안내겸손한, 겸손.
ㄴ 안내견디다.

극히 낮추고 온유하고 ㄱ겸손하며
ㄴ오래 참음으로 이를 행하면, 나 주
는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노니,
곧 내가 그들의 가족을 부양할 것이
요, 이제부터 그들에게 효과적인 문
이열리리라.

4 그리고 다음 해 봄에 그들은 떠
나 큰 물을 건너가서 그 곳에서 나의
복음, 그 충만한 것을 선포하고 나의
이름을증언할지어다.

5 그들은 다음 해 4월 26일에 나의
집의 건축 부지에서 파웨스트 시에
있는 나의 성도들과 작별을 고할지
어다. 주가이르노라.

1~3, 주께서 십이사도의 가족을 부
양할 것임. 4~6, 십이사도의 결원이
충원됨.

진실로 이같이 주가 이르노라.
즉시 대회를 개최하라. 십이사

도를 조직하라. 그리고 사람들을 임
명하여 떨어져 나간 자들의 자리를
ㄱ채우게하라.

2 나의 종 ㄱ토머스는 잠시 동안 시
온 땅에 머물러 나의 말을 출판할지
어다.

3 나머지는 그 시각부터 계속하여
전도할지니, 만일 그들이 마음을 지

제 118 편

1838년 7월 8일 미주리 주 파웨스트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시. “십이사도에 관하여, 오 주여,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라고 한
간구에대한응답으로주신것임(교회사3:46).



289 교리와 성약 118:6~119:5

6 나의 종 존 테일러와 또한 나의
종존이페이지와또한나의종윌포
드 우드럽과 또한 나의 종 윌라드 리

차즈를 임명하여, 떨어져 나간 자들
의 자리를 충원하게 하고, 그들의 임
명을공식적으로통지받게하라.

119 1ㄱ 교성 42:33~34, 55;
51:13; 82:17~19.

2ㄱ 교성 115:8.

3ㄱ 교성 64:23; 말 3:8~12.
안내십일조, 십일조를
냄.

5ㄱ 교성 57:2~3.

3 그리고 이것은 나의 백성의 ㄱ십
일조의시작이되리라.

4 그리한 후에, 이같이 십일조를
바친 자들은 해마다 그들의 모든 수
익의 십분의 일을 바칠지니, 이는 나
의 거룩한 신권을 위하여 영원토록
그들에게 항구적인 율법이 되리라.
주가이르노라.

5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
와, 이렇게 되리니, 곧 ㄱ시온의 땅으
로 모이는 자 모두는 그들의 잉여 재
산을 십일조로 바치고 이 율법을 준
행할지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
은 너희 가운데 거하기에 합당한 자

1~5, 성도들은 자기들의 잉여 재산
을 바쳐야 하고 그러고 나서 매년 자
신의 수익의 십분의 일을 십일조로
드려야 함. 6~7, 그러한 행위는 시온
의땅을성결하게할것임.

진실로 이같이 주가 이르노라.
나는 그들의 모든 ㄱ잉여 재산

을 시온에 있는 나의 교회의 감독의
손에바칠것을요구하노니,

2 이는 나의 ㄱ집의 건축을 위함이
요, 시온의 기초를 놓기 위함이요 또
신권을 위함이요, 그리고 나의 교회
의제일회장단의부채를위함이니라.

제 119 편

1838년 7월 8일 미주리 주 파웨스트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시. “오주여, 당신께서십일조로당신백성의재산중얼마만큼을요구하시
는지를 당신의 종에게 보이소서”라고 한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것임(교
회사3:44). 이계시이전에는오늘날이해하고있는바와같은십일조의법은
교회에 주어지지 않았다. 방금 인용한 기도 가운데 그리고 앞서 받은 계시
(64:23; 85:3; 97:11) 가운데 있는 십일조라는 말은 십분의 일만을 뜻하지 않았
고교회기금에바치는모든자발적인헌물, 또는기부를의미했다. 주께서이
전에 재산에 관한 헌납과 청지기 직분의 법을 교회에 주셨는데, 이것은 회원
들(주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장로들)이 영원히 지켜야 할 성약으로 받아들였
다. 많은사람들이이성약을지키기에실패하였으므로주께서일시적으로이
를 철회하시고 대신에 십일조의 법을 온 교회에 주셨다. 선지자는 거룩한 목
적을 위하여 그들의 재산 중 얼마만큼을 요구하시는지를 주께 물었다. 그 응
답이이계시였다.



로인정받지못하리라.
6 그리고내가너희에게이르노니,

만일 나의 백성이 이 율법을 준행하
여 거룩하게 지키고, 또 이 율법으로
써 ㄱ시온 땅을 내게 성결하게 하여,
나의 규례와 나의 법도가 그 곳에서
지켜지게 하고 그리하여 그 곳이 지

극히 거룩하게 되도록 하지 아니하
면, 보라, 진실로내가너희에게이르
노니, 그 곳은 너희에게 시온의 땅이
되지아니하리라.

7 그리고 이것은 시온의 모든 ㄱ스
테이크에 주는 한 예가 되리라. 참으
로그러하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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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ㄱ 안내시온.
7ㄱ 안내스테이크.
120 1ㄱ 설명 십일조.

121 1ㄱ 시 13:1~2; 102:1~2.
2ㄱ 합 1:2.

들에게 주는 나 자신의 음성에 의하
여 ㄱ그것이처리되어야할때가이제
이르렀느니라. 주가 이르노라. 참으
로그러하도다. 아멘.

진실로 이같이 주가 이르노니,
나의 교회의 제일회장단과 감

독과 그의 평의회와 나의 고등평의
회로 구성된 평의회에 의하여 또 그

제 120 편

1838년 7월 8일 미주리 주 파웨스트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시로서 앞서 주신 계시인 제119편에 거론된 십일조로 바쳐진 재산의 처리
방법을알려주는것이다(교회사3:44).

33~40, 부름 받는 자는 많으나 택함
받는 자가 적은 이유. 41~46, 신권은
의롭게사용되어야만함.

오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또 당신께서 ㄱ숨

으신 곳을 가리는 장막은 어디 있나
이까?

2 ㄱ어느 때까지 당신의 손이 멈추

1~6, 선지자는고난을당하고있는성
도들을위하여주께탄원함. 7~10, 주
께서그에게평강을말씀하심. 11~17,
주의백성에대하여범법했다는거짓
외침의소리를높이는자는모두저주
받을 것임. 18~25, 그들은 신권에 대
하여 권리가 없을 것이요, 정죄 받을
것임. 26~32, 용감하게견디는자들에
게는 영광스러운 계시들이 약속됨.

제 121 편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미주리 주 리버티에 있는 감옥에 수감자로 있는 동안
기록한 1839년 3월 20일자의 기도와 예언(교회사 3:289~300). 선지자와 몇몇
동료는수개월간수감되어있었다. 행정관이나사법관에게보낸그들의청원
이나상고도그들을석방시키지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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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계시며, 당신의눈, 참으로당신의
순결한 눈으로 당신의 백성과 당신
의 종들이 당하고 있는 부당한 처사
를 영원한 하늘에서 바라보시며 그
들의 외침이 당신의 귀를 파고들게
하시겠나이까?

3 참으로오주여, ㄱ어느때까지그
들이이러한부당한처사와불법적인
억압을당해야당신의마음이그들에
게부드러워지시며그들을향한연민
의정으로애가끓으시겠나이까?

4 오 주 ㄱ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스올의 어둡
고 캄캄한 영역과 악마를 지배하시
며복종하게하시는이시여－당신의
손을 뻗으시옵소서. 당신의 눈으로
꿰뚫어 보시옵소서. 당신의 장막이
걷히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ㄴ숨으신
곳이 더 이상 가리운바 되지 말게 하
시옵소서. 당신의 귀를 기울이시옵
소서.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우리를 향한 연민의 정으로 당신의
애가끓게하시옵소서.

5 당신의분노가우리의원수를향
하여 불붙게 하시고 또 당신 마음의
맹렬한 분노 가운데 당신의 검으로
우리가 당하는 부당한 처사에 대하
여우리의ㄱ원수를갚아주시옵소서.

6 오 우리 하나님이시여, 고통을
겪고 있는 당신의 성도들을 기억하
시옵소서. 그러면 당신의 종들이 당

신의이름으로영원토록기뻐하겠나
이다.

7 내 아들아, 네 영혼에 평강이 있
을지어다. 네 ㄱ역경과 네 고난은 잠
시뿐이리니,

8 그러고 나서 만일 네가 이를 잘
ㄱ견디어내면, 하나님이너를높이들
어올리실것이요, 너는너의모든원
수를이기리라.

9 네 ㄱ친구들은네곁에서있나니,
그들은따뜻한마음과정다운손으로
또다시너를환호하며맞이하리라.

10 너는아직 ㄱ욥과같지는아니하
니, 네 친구들은 욥의 친구들이 그에
게 한 것같이 너를 대적하여 논쟁을
벌이지 아니하며, 네게 범법을 지우
지도아니하느니라.

11 그리고 네게 범법을 지우는 자
들은 그들의 희망이 헛될 것이요, 그
들의 기대가 녹아 사라지리니 솟아
오르는 해의 뜨거운 햇살 앞에서 흰
ㄱ서리가녹는것같으리라.

12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그의 손
을 대고 인 쳐서 ㄱ때와 계절을 바꾸
고 그들의 생각을 눈멀게 하였음은
그들로 그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
하게 하려 함이요, 또한 그들을 시험
하여, 그들 자신의 간계로 그들을 잡
으려함이요,

13 또한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였
음으로 인한 것이요, 그들이 다른 사
람들 위에 임하게 하기를 원하며, 다

3ㄱ 교성 109:49.
4ㄱ 안내전능.
ㄴ 교성 123:6.

5ㄱ 눅 18:7~8.

7ㄱ 안내역경.
8ㄱ 벧전 2:19~23. 

안내견디다.
9ㄱ 교성 122:3.

10ㄱ 안내욥.
11ㄱ 출 16:14.
12ㄱ 단 2:21.



른 사람들이 당하게 하기를 좋아하
는일들이 ㄱ자신들위에하나도남김
없이임하게하려함이요,

14 그리하여 그들이 또한 실망하
며 그들의 소망이 끊어지게 하려 함
이니라.

15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 해가 지
나지 아니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
이 하늘 아래에서 쓸어버림을 당하
게 되리니, 하나님이 이르노라, 그들
가운데 사내는 한 사람도 남아 있을
자가없도다.

16 주가 이르노라. 나의 ㄱ기름 부
음 받은 자들에게 발꿈치를 들며, 그
들이 내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
고 나 보기에 합당한 일과 내가 그들
에게 명한 일을 행한 때에 그들이
ㄴ죄를 범하였다 외치는 모든 자에게
저주가있도다. 주가이르노라.

17 그러나 범법하였다 외치는 자
들은 그들이 스스로 죄의 종이요, 불
순종의 ㄱ자녀들인 까닭에 그리 행하
느니라.

18 또 나의 종들을 거스려 거짓 맹
세하여 그들을 속박과 죽음으로 이
끌어가려하는자들에게－

19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의 어린 자들을 ㄱ실족하게 하였으
므로그들은나의집의 ㄴ의식에서단
절되리라.

20 그들의 ㄱ바구니는가득차지아
니할 것이요, 그들의 집과 그들의 창
고는 파멸될 것이요, 그들 자신은 그
들에게아첨하던자들에게멸시받으
리라.

21 그들은 ㄱ신권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지 못할 것이요, 그들의 뒤를 이
을후손도대대로가지지못하리라.

22 그들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
는것이 ㄱ나았으리라.

23 나의 백성을 괴롭히며 쫓아내
며 살인하며 그들을 대적하여 증언
하는 자 모두에게 화 있을진저. 만군
의 주가 이르노라. ㄱ독사의 세대는
지옥의정죄를피하지못하리라.

24 보라, 나의눈은그들의모든행
위를 ㄱ보고 알고 있으며, 나는 그들
모두를 위하여 제 시기에 행할 신속
한ㄴ심판을간직하고있느니라.

25 이는모든사람에게는자기 ㄱ행
위에따라지정되어있는 ㄴ때가있음
이니라.

26 하나님께서는 자기 ㄱ성령으로
써,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신
의 ㄴ은사로써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나타내시지 아니한 ㄷ지식을 너희에
게주시리니,

27 이는 우리 선조들이 마지막 때
에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한 소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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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ㄱ 잠 28:10; 니전 14:3.
16ㄱ 삼상 26:9; 시 105:15.

ㄴ 니후 15:20; 
모로 7:14, 18.

17ㄱ 엡 5:6.
19ㄱ 마 18:6. 

안내죄를 범하다.

ㄴ 안내의식.
20ㄱ 신 28:15~20.
21ㄱ 안내신권.
22ㄱ 마 18:6; 교성 54:5.
23ㄱ 마 12:34.
24ㄱ 안내전지.

ㄴ 힐 8:25. 

안내심판하다, 심판.
25ㄱ 안내행위.

ㄴ 욥 7:1; 교성 122:9.
26ㄱ 교성 8:2~3.

ㄴ 안내은사, 성신의.
ㄷ 단 2:20~22; 신개 1:9.

안내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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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다리던 것이요, 그들의 영광의
충만함을 위하여 간직해 두신 그대
로의 것이니, 천사들에 의하여 그들
의마음을향하게하신것이니라.

28 ㄱ아무 것도 감추어지지 않을
때가 오리니, 한 하나님이 계시든지
많은 ㄴ신들이 있든지, 그들이 나타
나리라.

29 모든 보좌들과 통치권들, 주권
들과 권능들이 ㄱ드러나 예수 그리스
도의 복음을 위하여 용감히 견딘 자
모두에게주어지리라.

30 그리고 또한, 여러 하늘에나 바
다에나 육지에나 해, 달 또는 별들에
정하여진ㄱ경계가있을진대－

31 그들의회전의모든때, 모든정
하여진 날과 달과 해, 그리고 그들의
날과달과해의모든날들, 그리고그
들의 모든 영광과 율법과 지정된 시
간이 ㄱ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날에
드러나리니－

32 이는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다른
모든 신들의 영원하신 ㄱ하나님의
ㄴ평의회 중에서 정하여진 바에 따른
것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
하신 ㄷ면전에 들어가 그의 불멸의
ㄹ안식에들어갈때곧세상의마침과

끝이 이르기까지 보전되어야 하는
것이니라.

33 어느 때까지 흐르는 물이 흐린
채로 있을 수 있으리요? 어떠한 권능
이 여러 하늘을 멈추게 하리요? 사람
이 자기 연약한 팔을 뻗어 정해진 수
로를 따라 흐르는 미주리 강을 멈추
게 하거나 그 물줄기를 역류 시킬 수
있다면, 전능하신 이께서 하늘에서
후기성도들의머리위에 ㄱ지식을부
어내려주심을막을수있으리라.

34 보라. ㄱ부름을 받는 자는 많으
나 ㄴ택함을 받는 자는 적도다. 어찌
하여그들이택함을받지못하느냐?

35 이는 그들의 마음이 이 ㄱ세상
일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고 사람의
ㄴ명예를갈망하여그들이이한가지
교훈을배우지아니함이니－

36 곧신권의 ㄱ권리는하늘의권능
과 불가분하게 연계되어 있고, 하늘
의 ㄴ권능은 ㄷ의의 원칙이 아니고서
는 통제되거나 다루어질 수 없다 함
이니라.

37 신권의 권리가 우리에게 부여
될수있다는것, 그것은사실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ㄱ죄를 ㄴ은폐하
려 하거나 우리의 ㄷ교만, 우리의 헛

28ㄱ 교성 42:61; 
76:7~8; 98:12.

ㄴ 시 82:1, 6; 
요 10:34~36; 
고전 8:5~6; 
교성 76:58; 132:20;
아브 4:1; 5:1~2.

29ㄱ 교성 101:32.
30ㄱ 욥 26:7~14; 

시 104:5~9; 
행 17:26.

31ㄱ 안내경륜의 시대.

32ㄱ 신 10:17.
ㄴ 안내천국 회의.
ㄷ 안내사람, 사람들－

사람, 하늘 아버지처럼
될 잠재성.

ㄹ 안내안식.
33ㄱ 교성 128:19. 

안내지식.
34ㄱ 마 20:16; 22:1~14; 

교성 95:5~6. 
안내부르다,
하나님에게서 부름

받은, 부름.
ㄴ 안내택함 받은.

35ㄱ 안내세상적인 것.
ㄴ 마 6:2; 

니후 26:29.
36ㄱ 안내신권; 권세.

ㄴ 안내권능.
ㄷ 안내의로운, 의로움.

37ㄱ 안내죄.
ㄴ 잠 28:13.
ㄷ 안내교만.



된 야망을 만족시키려 하거나 조금
이라도 불의하게 사람의 자녀들의
영혼을통제하거나지배하거나강압
하려하면, 보라, 여러하늘은스스로
ㄹ물러가며, 주의영은심히슬퍼하나
니, 주의 영이 물러가면, 그 사람의
신권곧권세는아멘이니라.

38 보라, 그는미처깨닫기전에홀
로있게되어가시채를 ㄱ뒷발질하며,
성도를 ㄴ박해하며, 하나님을 대적하
여싸우는도다.

39 우리는슬픈경험을통하여배웠
나니 곧 거의 모든 사람은 자신이 생
각하기에 조그마한 권세를 가지자마
자, 즉시 불의한 지배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려는ㄱ천성과기질이있도다.

40 그러므로 부름을 받는 자는 많
으나택함을받는자는적도다.

41 신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권
능이나 영향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 되며, 다만 ㄱ설득으
로, ㄴ오래 참음으로, 온화함과 온유
함으로, 그리고거짓없는사랑으로,

42 친절함과 순수한 지식으로만
되어야하나니, 이러한것들은 ㄱ위선

이없이그리고 ㄴ간교함이없이영혼
을심히크게만드느니라－

43 성신에 감동되었을 때에는 제
때에 날카롭게 ㄱ꾸짖을 것이나, 그
후에는 네가 꾸짖은 자에게 더 큰
ㄴ사랑을 나타내 보여, 그가 너를 자
기원수로여기지않게하라.

44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네 성실
함이 죽음의 끈보다 더 강한 줄 알게
하라.

45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리고 신
앙의 권속에 대하여 사랑이 네 가슴
에가득하게하고쉬지말고 ㄱ덕으로
네 ㄴ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
나님의 면전에서 네 확신이 점점 강
하여지리니, 신권의 교리는 하늘에
서내리는 ㄷ이슬같이네영혼을적시
리라.

46 ㄱ성신은변하지않는네동반자
가 될 것이요, 네 홀은 의와 진리의
불변하는 홀이 되며, 네 ㄴ다스림은
영원한 다스림이 되어 강제당하지
아니하고영원무궁토록네게로흘러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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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ㄹ 교성 1:33.
38ㄱ 행 9:5.

ㄴ 안내박해하다, 박해.
39ㄱ 안내육에 속한 사람.
41ㄱ 벧전 5:1~3.

ㄴ 고후 6:4~6.

42ㄱ 약 3:17.
ㄴ 안내간사함.

43ㄱ 안내징계하다, 징계.
ㄴ 안내자애; 사랑.

45ㄱ 안내덕.
ㄴ 안내사고.

ㄷ 신 32:1~2; 
교성 128:19.

46ㄱ 안내성신.
ㄴ 단 7:13~14.

물을것임. 5~7, 그의모든위험과노1~4, 땅 끝이 조셉 스미스의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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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그에게 경험이 되며 유익이 될
것임. 8~9, 인자는그모든것아래로
내려가셨음.

땅끝이 네 ㄱ이름을 물을 것이요,
어리석은 자들은 너를 조롱할

것이요, 지옥이네게분노하리라.
2 한편마음이순결한자와지혜로

운 자와 고귀한 자와 유덕한 자는 네
손 아래에서 끊임없이 ㄱ권고와 권세
와축복을구하리라.

3 또네백성은배반자들의증거로
인하여 결코 돌아서서 너를 대적하
지아니하리라.

4 또 그들의 영향력이 너를 고난
에, 그리고 빗장과 벽 속에 던질지라
도 너는 존귀하게 되리라. 또 ㄱ잠시
후면 네 의로 말미암아 네 음성은 네
원수 가운데서 사나운 ㄴ사자보다 더
두렵게 될 것이요, 네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네곁에서있으리라.

5 네가환난가운데를지나도록부
름을 받을지라도, 네가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에 처할지라도, 네가
도적 떼 가운데서 위험에 처할지라
도, 땅이나 바다에서 위험에 처할지
라도,

6 네가 온갖 거짓 죄명으로 무고
당할지라도, 네 원수가 너를 덮칠지
라도, 그들이 네 부모와 형제자매의
사귐에서 너를 떼어낼지라도, 네 원

수들이 칼을 빼어들고 네 아내와 네
자식의품에서너를떼어내고, 네큰
아들이 비록 여섯 살 밖에 되지 아니
하였어도 네 옷자락에 매달려서 아
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아버지
는 우리와 함께 지내실 수 없나이
까? 오 내 아버지여, 저 사람들이 아
버지를 어떻게 하려 하나이까 할지
라도, 그러고나서그들이칼로너를
네게서 밀쳐버리고 감옥으로 끌고
가며, 네 원수들이 어린 양의 피에
굶주린 ㄱ이리같이네주위를배회할
지라도,

7 그리고 네가 구덩이에나 살인자
들의 손에 던져지고 사형이 네게 선
고될지라도, 네가 ㄱ깊은물에던져질
지라도, 몰아치는 큰 파도가 너에 대
하여 음모를 꾸밀지라도, 맹렬한 바
람이 네 원수가 될지라도, 여러 하늘
이 흑암을 몰아오고 모든 원소가 힘
을 합쳐 길을 가로막을지라도, 그리
고무엇보다도 ㄴ지옥의바로그턱이
입을 크게 벌려 너를 삼키려 할지라
도, 내아들아, 이모든일이네게 ㄷ경
험이되고네유익이될줄알라.

8 ㄱ인자는 그 모든 것 아래로 ㄴ내
려갔었느니라. 네가그보다크냐?

9 그러므로, 너의 길을 계속 가라.
그리하면 신권은 너와 함께 ㄱ머물러
있으리라. 무릇그들의 ㄴ한계는정하
여져 있어 지나갈 수 없느니라. 너의

122 1ㄱ 조역 1:33.
2ㄱ 안내권고.
4ㄱ 교성 121:7~8.
ㄴ 3니 20:16~21; 21:12.

6ㄱ 눅 10:3.
7ㄱ 욘 2:3~6.

ㄴ 삼하 22:5~7; 
조역 1:15~16.

ㄷ 고후 4:17; 
히 12:10~11; 
니후 2:11.

8ㄱ 안내인자.

ㄴ 히 2:9, 17~18; 
교성 76:107; 88:6.

9ㄱ 교성 90:3.
ㄴ 행 17:26.



ㄷ날은 알려져 있고 너의 해는 더 짧
게 헤아림을 받지 아니할 것인즉, 그
러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ㄹ두

려워 말라. 이는 하나님이 영원무궁
토록너와함께있을것임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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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ㄷ 교성 121:25.
ㄹ 느 4:14; 

시 56:4; 118:6; 
잠 3:5~6; 

사 51:7; 
눅 12:4~5; 
니후 8:7; 
교성 3:7; 98:14.

123 6ㄱ 교성 101:89; 
121:1, 4.

수집하며,
5 잡지나백과사전에있는모든것

과, 출판되었거나 지금 집필 중에 있
는 모든 중상모략적인 역사를, 그리
고 그것이 누구에 의한 것인가를 수
집하여 이 백성에게 가해진 일련의
극악한 만행과 무도한 살인 행위 등
의 전체의 연결 고리를 제출하게 할
수있으리라－

6 그리하여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불러그 ㄱ숨으신곳에서나오시게할
그 약속을 우리가 전적으로 또 온전
히요구할수있기전에, 우리의하늘
아버지께서우리에게분부하신마지
막 노력으로서 우리가 그 모든 어둡
고 지옥과도 같은 색깔을 띤 그것들
을 온 세상에 출판할 뿐 아니라 정부
지도자들에게 제출하려는 것이요,
또한 하늘의 아버지께서 자기의 능
하신 팔의 권능을 내보내실 수 있기
전에 온 나라로 하여금 변명의 여지
가없게하려는것이니라.

7 이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와 함께 서게 될 천사들에 대하

1~6, 성도들은 그들의 고통과 박해
의 기사를 모으고 출판해야 함.
7~10, 거짓 신조를 확립한 바로 그
영이 또한 성도의 박해를 유도함.
11~17, 모든 종파 가운데 많은 자들
이그래도진리를받아들일것임.

그리고 또, 우리는 모든 성도들
이다음사항에관련된지식을

수집함이 타당한 줄을 너희가 생각
해줄것을제언하노니, 곧일체의사
실과 이 주의 백성이 그들에게 가한
고통과학대에관한것과,

2 또한 모든 재산과 그들이 입은
피해 곧 부동산 뿐 아니라 인격적으
로나 신체적 손상으로 입은 피해의
규모에대한것과,

3 또한 그들이 입수할 수 있고 또
알아낼수있는한, 학대에가담한모
든자들의이름에관한것이니라.

4 그리고 아마도 위원회를 구성하
여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게 하며 진
술서와 선서 공술서를 받으며, 또한
널리유포된중상모략하는출판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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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또한우리자신에대하여, 그리고
우리의 처자들에 대하여 지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의무이니, 그들은 비통
과 슬픔과 염려로 엎드리게 되었고,
저 영의 영향력에 의하여 지원 받고,
격려되고, 지지 받는 살인과 포학과
억압의 가장 저주스러운 손 아래 있
는바, 그 영향력은 거짓을 상속 받아
온 조상들의 신조를 그토록 강하게
그 자손들의 마음에 박았고,  세상을
혼란으로 채웠으며 점점 더 강하여
지더니, 이제는 모든 부패의 원천이
되어 온 ㄱ땅이 그 죄악의 무게로 신
음하는도다.

8 그것은 쇠 ㄱ멍에요 그것은 강한
결박이라, 그것들은 바로 지옥의 수
갑이요 사슬이요 쇠고랑이요 족쇄
니라.

9 그러므로이는우리자신의처자
들에 대해서뿐 아니라 그 철권 아래
에서 남편과 아버지를 ㄱ살해당한 과
부와 고아들에 대하여 우리가 지고
있는피할수없는의무이니,

10 그 어둡고 캄캄하게 하는 행위
는 지옥 그 자체도 몸서리치게 하며
창백하게 하며 바로 그 악마의 손도
떨리게 하며 마구 흔들리게 하기에
충분하도다.

11 그리고 또한 이는 자라나는 세
대 모두에게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모두에게 우리가 지고 있는 피할
수없는의무이니－

12 이는 아직도 땅에는 모든 교파
와 당파와 종파 가운데, 미혹하려고
엎드려 기다리는 사람들의 간교한
계교로 ㄱ눈이 멀게 된 자들과 다만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을 ㄴ알지 못
하는 까닭에 진리에서 멀어져 있는
자들이많음이니라－

13 그러므로 우리는 ㄱ감추어진 암
흑의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모든 빛 가운데로 드러내는 일에 우
리의 생애를 다 소모하고 소진해야
하나니, 그것들은 진정으로 하늘에
서나타내주시는것이니라－

14 따라서 이 일은 큰 열성으로 수
행되어야하느니라.

15 아무도 이러한 것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말지어다. 이는 장래에 성도
에관한많은일이이일에달려있음
이니라.

16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지
극히 큰 배도 폭풍이 일 때에는 지극
히 작은 키에 의해 바람과 파도를 타
고 진로를 유지함으로써 심히 큰 ㄱ도
움을받는도다.

17 그러므로 지극히 사랑하는 형
제들아, 우리의 능력 안에 놓여 있는
모든 일을 ㄱ기쁘게 행하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최대한의 확신을 가지
고가만히서서하나님의 ㄴ구원을보
며, 그의팔이나타나는것을보게되
기를바라노라.

7ㄱ 모세 7:48~49.
8ㄱ 안내멍에.
9ㄱ 교성 98:13; 124:54.

12ㄱ 골 2:8; 

교성 76:75.
ㄴ 니전 8:21~23.

13ㄱ 고전 4:5.
16ㄱ 약 3:4; 

앨 37:6~7; 
교성 64:33.

17ㄱ 교성 59:15.
ㄴ 출 14:13.



1~14, 조셉 스미스는 미합중국 대통
령, 주지사들 및 모든 나라의 통치자
들에게 복음을 엄숙하게 선포할 것
을명령받음. 15~21, 하이럼스미스,
데이비드 더블류 패튼, 조셉 스미스
일세, 그리고산자와죽은자가운데
몇 사람은 그들의 고결함과 유덕함
으로 인해 복이 있음. 22~28, 성도는
나부에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집과
성전을 지으라는 명을 받음. 29~36,
죽은 자를 위한 침례는 성전 안에서
집행되어야 함. 37~44, 주의 백성은
거룩한 의식을 집행하기 위하여 언
제나 성전을 지음. 45~55, 성도들은
원수들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잭슨
군의 성전 건축을 면제 받음. 56~83,
나부 하우스 건축을 위한 여러 가지
지시가 주어짐. 84~96, 하이럼 스미
스는 축복사가 되고 열쇠를 받으며
올리버 카우드리의 자리에 서도록
부름 받음. 97~122, 윌리엄 로와 다
른 사람들은 그들의 일에 관한 권고
를받음. 123~145, 총관리역원및지
역 역원이 그들의 의무 및 정원회 소

속과함께지명됨.

진실로이같이 주가 너, 나의 종
조셉 스미스에게 이르노니, 나

는 네가 바친 헌물과 고백을 기뻐하
노라. 이는 내가 땅의 ㄱ연약한 것들
을 통하여 나의 지혜를 보이려는 이
목적을 위하여 너를 일으켜 세웠음
이니라.

2 네 기도는 내 앞에 기쁘게 받아
들일만한즉, 그에대한응답으로내
가네게이르노니, 너는지금즉시부
름을 받아 나의 복음과 또 내가 심어
궁전의양식대로아름답게다듬어질
시온의모퉁잇돌이되게한이 ㄱ스테
이크를엄숙하게선포할지니라.

3 이 선포는 세상의 모든 ㄱ임금에
게, 세상의 네 모퉁이에, 네가 살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 당선자와 고귀
한 여러 지사에게, 그리고 널리 흩어
져 있는 지상의 모든 나라를 향하여
할지니라.

4 이를 ㄱ온유한영으로, 또이를기
록할 때에 네 안에 계실 성신의 권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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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1ㄱ 고전 1:26~28; 
교성 1:19; 35:13.

2ㄱ 안내스테이크.

3ㄱ 시 119:46; 
마 10:18; 
교성 1:23.

4ㄱ 안내온유한, 온유.

제 124 편

1841년1월19일일리노이주나부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에게주신계시(교
회사4:274~286). 정부관리들이성도들에게가하는박해와불법처사가증가
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미주리 주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1838년 10월
27일자로미주리주지사릴번더블류보그스가내린근절령은성도들에게선
택의 여지를 전혀 남겨 놓지 않았다(교회사 3:175). 1841년 이 계시가 주어졌
을 당시 일리노이 주의 옛 커머스 마을 자리에 성도들이 나부 시를 건설하였
고이곳에교회본부가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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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기록할지어다.
5 이는성신께서그왕들과위정자

들에대한나의뜻을, 곧장차그들에
게 무슨 일이 닥칠 것인지를 네게 알
게해주실것임이니라.

6 이는 보라, 바야흐로 내가 그들
을 불러 시온의 빛과 영광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려 함이니, 이는 시온에
은혜를 베풀기로 정한 때가 이르렀
음이니라.

7 그러므로너는그들을두려워말
고 큰 소리로 선포함으로써 또 네 증
거로써 그들에게 호소하라. 이는 그
들은 마치 ㄱ풀과 같고 그들의 모든
영광은 곧 떨어지는 풀의 꽃과 같음
이라. 이는 그들로 또한 변명할 여지
를갖지않게하려는것이요－

8 또 내가 나의 가리어진 얼굴을
드러낼 징벌의 날에 그들에게 임하
여 억압자의 분깃을 위선자들 가운
데정해주려함이니, 만일그들이나
의 종들과 내가 그들에게 드러내 준
나의증거를거부하면그곳에서 ㄱ이
를갊이있으리라.

9 그리고 또, 내가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 중 많은 자를 찾아가 그
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너희로
그들 눈에 은혜를 입게 하고 그들로
진리의 ㄱ빛으로나아오게하며, 이방
인으로 하여금 시온을 높이거나 들
어올리기에이르게하리라.

10 이는 나의 징벌의 날이 너희가
생각하지 아니한 ㄱ시각에 속히 옴이
니, 그러면 어디가 나의 백성의 안전
한 곳이 되겠으며, 그들 중 남게 될
자들을위한피난처가되겠느냐?

11 깨어나라, 오땅의임금들아, 너
희는오라. 오너희는나의백성을돕
기 위하여 너희 금과 너희 은을 가지
고시온의딸들의집으로오라.

12 그리고또, 진실로내가네게이
르노니, 나의 종 로버트 비 톰슨으로
하여금 너를 도와 이 선언문을 쓰게
할지어다. 이는 내가 그를 기뻐함이
요또그가너와함께있는것을내가
기뻐함이니라.

13 그러므로 그는 네 권고를 들을
지니, 그리하면 내가 복에 복을 더하
여 그를 축복하리라. 이제로부터 그
는 모든 일에 충실하고 참될지니, 그
리하면그는나보기에크게되리라.

14 그러나그는내가그의 ㄱ청지기
직분을 그의 손에 요구할 것임을 기
억할지어다.

15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네게 이
르노니, 나의 종 ㄱ하이럼 스미스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의 마음이 ㄴ고
결하므로 또 내 앞에서 옳은 일을 그
가 사랑하므로 나 주가 그를 사랑함
이니라. 주가이르노라.

16 거듭, 나의종존시베넷은땅의
임금들과백성에게나의말을보내는

7ㄱ 시 103:15~16; 
사 40:6~8; 
벧전 1:24~25.

8ㄱ 마 8:12; 
앨 40:13; 
교성 101:91; 112:24.

9ㄱ 사 60:1~4. 
안내빛, 그리스도의 빛.

10ㄱ 마 24:44; 
조마 1:48.

14ㄱ 안내청지기, 청지기
직분.

15ㄱ 안내스미스, 하이럼.
ㄴ 안내고결.



네일을돕고, 고난의시간에너곧너
나의 종 조셉 스미스 곁에 설지어다.
또 만일 그가 ㄱ권고를 받아들이면,
자기상을결코잃지아니하리라.

17 그리고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
아그는크게되리니, 이는만일그가
이를행하면, 그는나의것이될것임
이니라. 주가이르노라. 나는그가행
한 일을 보았나니, 만일 그가 계속하
면, 나는 그 일을 받아들일 것이요,
그에게 축복과 큰 영광으로 면류관
을씌우리라.

18 그리고또, 내가네게이르노니,
나의 종 라이먼 와이트가 온유한 영
으로 시온을 위하여 계속하여 전도
하며, 세상 앞에서 나를 시인함이 나
의 뜻이니, 그리하면 나는 ㄱ독수리
날개 위에 태우듯 그를 받들어 줄 것
이요, 그는 자기 자신과 나의 이름을
위하여영광과존귀를낳으리라.

19 그리하여 그가 자기 일을 마칠
때 내가 그를 내게로 영접하려 함이
니, 마치 내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나의종 ㄱ데이비드패튼과또한나의
종 ㄴ에드워드 파트리지와 또한 나의
연로한종 ㄷ조셉스미스일세를영접
한 것같이 하려 함이라, 그는 ㄹ아브
라함과 함께 그의 우편에 앉아 있어
복되고 거룩하니, 이는 그가 나의 것
임이니라.

20 그리고또, 진실로내가네게이

르노니, 나의 종 조지 밀러는 ㄱ간사
함이 없도다. 그의 마음이 고결하여
신임받을 만하며 또 그가 나의 증거
에 대해 갖고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
아나주가그를사랑하노라.

21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의 종 에드워드 파트리지에게 한
것같이 내가 그의 머리에 ㄱ감독단의
직분을 인봉하여, 그로 나의 집의 헌
물을 받게 하고, 그리하여 그로 하여
금 나의 백성 가운데 가난한 자의 머
리에 축복을 베풀게 하노라, 주가 이
르노라. 아무도 나의 종 조지를 경멸
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나를 공경할
것임이니라.

22 나의 종 조지와 나의 종 라이먼
과나의종존스나이더및다른자들
은 나의 종 조셉이 그들에게 보여 줄
그러한 ㄱ집을, 그가 또한 그들에게
보여 줄 장소에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채지을지어다.

23 그리고 그 집은 유숙하는 집 곧
객들이 먼 곳에서 와서 그 곳에 투숙
할 집이 되리니, 그러므로 그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좋은
집이 되게 할지어다. 그리하여 지친
ㄱ나그네가 주의 말씀과 내가 시온을
위하여 정한 ㄴ모퉁잇돌을 깊이 생각
하는 동안 건강과 안전을 찾을 수 있
게하라.

24 만일 이 집이 내 이름으로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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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ㄱ 안내권고.
18ㄱ 출 19:4; 

사 40:31.
19ㄱ 교성 124:130. 

안내패튼, 데이비드,
더블류.

ㄴ 안내파트리지,
에드워드.

ㄷ 안내스미스, 조셉, 일세.
ㄹ 교성 137:5.

20ㄱ 안내간사함.
21ㄱ 교성 41:9. 

안내감독.
22ㄱ 교성 124:56~60.
23ㄱ 신 31:12; 

마 25:35, 38.
ㄴ 교성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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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또 이를 위하여 임명될 관리자
가 어떠한 더러움도 그 곳에 들어옴
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 집은 건강
에좋은거처가되리라. 그집은거룩
하리니, 그렇지 아니하면 주 너희 하
나님이그안에거하지아니하리라.

25 그리고또, 진실로내가네게이
르노니, 나의 모든 성도는 먼 곳에서
부터올지어다.

26 그리고 너희는 빠른 사자, 참으
로, 택함 받은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
게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의 모든 금
과 너희의 은과 너희의 보석을 가지
고오라. 또너희의모든골동품을가
지고, 그리고 골동품에 대한 지식을
가진 모든 자를 데리고 오라. 오고자
하는자는모두오라. 그리고땅의모
든 귀한 나무와 함께 회양목과 전나
무와소나무를가져오라.

27 또 쇠와 구리와 놋과 아연과 너
희가 가진 땅의 귀한 것들을 다 가지
고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그 안에
ㄱ거하시도록 내 이름을 위하여 ㄴ집
한채를지으라.

28 이는 그가 와서 너희에게 잃은
바되었던것, 즉그가취하여가버린
것, 곧 신권의 충만한 것을 다시 ㄱ회
복할 곳을 땅에서는 찾아 볼 수 없음
이니라.

29 이는 그들, 나의 성도들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ㄱ침례 받을 수 있는

ㄴ침례반이땅위에는없음이니－
30 이는 이 의식이 나의 집에 속한

것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내게 집
한채를지을수없는가난한날외에
는내가받아들일수없음이니라.

31 그러나 내가 너희 곧 나의 성도
모두에게 명하노니, 나를 위하여 집
한 채를 ㄱ지으라. 그리고 나는 나를
위하여 집 한 채를 지을 충분한 시간
을 너희에게 허락하노니, 이 기간 동
안에는 너희의 침례를 내가 받아들
이리라.

32 그러나 보라, 지정된 이 기간의
끝에 이르러서는 너희의 죽은 자를
위한 너희의 침례를 내가 받아들이
지 아니하리니, 만일 지정된 기간의
끝에 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으
면, 너희는 교회로서 너희의 죽은 자
들과 함께 버림을 당하리라. 주 너희
하나님이이르노라.

33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
르거니와, 죽은 자를 위한 침례의식
이속하여있는집, 곧창세이전부터
이 의식을 하도록 제정된 집 한 채를
나를 위하여 지을 충분한 시간을 너
희가 가진 후에는 너희의 죽은 자를
위한 너희의 침례를 내가 받아들일
수없음이니라.

34 이는 그 안에 너희로 존귀와 영
광을받게할거룩한 ㄱ신권의열쇠가
성임되어있음이니라.

27ㄱ 출 25:8; 
교성 97:15~17.

ㄴ 교성 109:5. 
안내성전, 주의 집.

28ㄱ 안내복음의 회복.
29ㄱ 고전 15:29; 

교성 127:6; 138:33.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죽은 자를 위한
침례; 구원, 죽은 자를
위한.

ㄴ 교성 128:13.

31ㄱ 교성 97:10.
34ㄱ 교성 110:14~16. 

안내열쇠, 신권의.



35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는 널리
흩어져 있는 자들에 의한, 죽은 자를
위한 너희의 침례는 내가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느니라. 주가 이
르노라.

36 이는 시온에, 그리고 시온의 스
테이크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곧 내
가 ㄱ피난처로지정한그곳들에너희
의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가 침례를
받는 장소가 있도록 정해져 있음이
니라.

37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
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
여지은집에서너희의 ㄱ씻음을행하
지 아니할진대 너희의 씻음이 어찌
내게받아들일만한것이되겠느냐?

38 무릇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모세
에게명하여그로 ㄱ성막을짓게하였
고 그들로 광야에서 그것을 메고 다
니게 하였으며, 또 약속의 땅에 ㄴ집
한 채를 지으라 하였나니 곧 창세 이
전부터 감추어져 왔던 그 의식들을
드러내기위함이니라.

39 그러므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
게 이르노니, 너희의 ㄱ기름 부음과
너희의 씻음과 죽은 자를 위한 너희
의 ㄴ침례와 너희의 ㄷ성회와 레위의
아들들에의한너희의 ㄹ희생및너희
가 대화하심을 받는 지극히 ㅁ거룩한
곳에서의 너희의 계시를 위한 너희

정성의 표시와, 시온의 계시와 기초
의 시작 및 모든 시온 주민의 영광과
존귀와 엔다우먼트를 위한 너희 규
례와 법도는 나의 거룩한 집의 의식
으로써 제정되나니, 이 집을 나의 거
룩한 이름을 위하여 지으라는 명령
을나의백성은언제든지받느니라.

40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이집이나의이름을위하여건
축되게 하여 내가 그 안에서 나의 백
성에게 나의 의식을 드러낼 수 있게
할지어다.

41 이는 창세 이전부터 ㄱ감추어져
온 것들, ㄴ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관
한것들을내가나의교회에 ㄷ드러내
려고생각하고있음이니라.

42 그리고 ㄱ나는 이 집에 관한 모
든것과그신권과이집이세워질장
소를나의종조셉에게보여주리라.

43 그러면 너희는 이를 세우려고
너희가 생각한 그 장소에 이를 지을
지니, 이는그곳이내가너희로하여
금 이 집을 짓게 하려고 택한 지점임
이니라.

44 만일 너희가 너희 힘을 다하여
일하면 나는 그 지점을 성별하여 그
곳이 ㄱ거룩하게되게하리라.

45 그리고 만일 나의 백성이 내 음
성과 내 백성을 인도하도록 내가 임
명한 나의 ㄱ종들의 음성을 들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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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ㄱ 사 4:5~6.
37ㄱ 안내씻다, 씻음을 받은,

씻음.
38ㄱ 출 25:1~9; 33:7. 

안내성막.
ㄴ 안내성전, 주의 집.

39ㄱ 출 29:7. 안내기름 붓다.

ㄴ 안내의식－대리 의식.
ㄷ 교성 88:117.
ㄹ 교성 13:1; 84:31;

128:24; 조역 1:69.
ㅁ 겔 41:4; 

교성 45:32; 87:8;
101:22.

41ㄱ 교성 121:26~32.
ㄴ 엡 1:9~10; 

교성 27:13; 112:30.
ㄷ 신개 1:9.

42ㄱ 교성 95:14~17.
44ㄱ 안내거룩한.
45ㄱ 교성 1:38. 안내선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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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그들은 자기 자리에서 옮겨지지
아니하리라.

46 그러나 만일 그들이 나의 음성
을 듣지 아니하고 또 내가 임명한 이
사람들의 음성도 듣지 아니하면, 그
들은 복을 받지 못하리니, 그들이 나
의 거룩한 토지와 나의 거룩한 의식
과 헌장과 내가 그들에게 준 나의 거
룩한말씀을더럽히는까닭이라.

47 그리고 이렇게 되리니, 만일 너
희가내이름을위하여집한채를짓
고도 내가 이르는 일들을 행하지 아
니하면, 나는 내가 너희와 맺는 ㄱ맹
세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가 내 손에 기대하는 약속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주가이르노라.

48 이는 ㄱ축복대신에너희가너희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저주와 진노
와 분노와 심판을 너희 자신의 머리
위에 초래함이니, 곧 너희가 내 앞에
서 행하는바 너희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것이요 또 너희의 모든 가증함
으로인한것이니라. 주가이르노라.

49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사람의 아들 가운데
어떠한 자들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일을 하라는 명령을 주어, 그 사람의
아들들이 그 일을 수행하려고 가서
자기들의 능력을 다하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다하여 ㄱ부지런하기를 그
치지 아니하는데,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공격하여 그 일을 수행하지
못하도록방해할때에는, 보라, 그사
람의 아들들의 손에 더 이상 그 일을
ㄴ요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헌물을
받음이내게마땅하도다.

50 그리고 나의 거룩한 율법과 계
명을 어긴 죄악과 범법에 대하여 나
의 일을 방해한 자들의 머리 위에 내
가 ㄱ보응하되, 그들이 ㄴ회개하지 아
니하고 나를 미워하는 한, 삼사 ㄷ대
에 이르기까지 하리라. 주 하나님이
이르노라.

51 그러므로 이 까닭에 내가 미주
리 주 ㄱ잭슨 군에 내 이름을 위하여
도시하나와ㄴ집한채를지으라명하
였으나, 그들의 원수들에게 방해를
받은자들의헌물을내가받아들였느
니라. 주너희하나님이이르노라.

52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
하고나를미워하는한, 삼사대에이
르기까지 나는 ㄱ심판, 진노와 분노,
애곡과 고뇌와 이를 갊을 그들 머리
위에 내려 보응하리라. 주 너희 하나
님이이르노라.

53 그리고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로 삼아, 일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되, 그들의 원수들의 손으로
인하여 또 억압으로 인하여 방해를
받은 모든 자에 관하여 너희의 위로
가되게하노라. 주너희하나님이이
르노라.

54 무릇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요,

47ㄱ 안내맹세.
48ㄱ 신 28:15.
49ㄱ 안내부지런함.

ㄴ 교성 56:4; 137:9.

50ㄱ 모사 12:1.
ㄴ 안내회개하다, 회개.
ㄷ 신 5:9; 

교성 98:46~47.

51ㄱ 안내잭슨 군, 미주리
주(미국).

ㄴ 교성 115:11.
52ㄱ 교성 121:11~23.



ㄱ마음이 순결한 자로서 미주리 땅에
서 ㄴ죽임을 당한 너희 형제 모두를
구원할것임이니라. 주가이르노라.

55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
게 이르노라. 내가 거듭 너희에게 명
하노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ㄱ집 한
채를 짓되 이 곳에 지으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일이면 무엇
이든지 모든 일에 충실함을 너희가
내게 ㄴ입증하며, 그리하여 나로 너
희에게 복을 주어 존귀와 불멸과 영
생으로 너희에게 면류관을 씌우게
하라.

56 그리고 이제 나그네의 유숙을
위하여 내가 지으라고 너희에게 명
한나의유숙하는 ㄱ집에관하여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집을 내 이름
을위하여짓고그집에내이름을붙
일지며, 또나의종조셉과그의집이
대대로그곳에처소를가질지어다.

57 이는 그의 축복이 그의 뒤를 이
을 후손의 머리 위에도 두어지게 하
는이기름부음을내가그의머리위
에두었음이니라.

58 그리고 내가 땅의 족속에 관하
여 ㄱ아브라함에게이른것같이, 참으
로 그와 같이 내가 나의 종 조셉에게
이르노니, 너와네 ㄴ후손으로말미암
아땅의족속이복을받으리라.

59 그러므로 나의 종 조셉과 그의
뒤를 이을 그의 후손은 그 집에 대대
로 영원무궁토록 처소를 가질지어

다. 주가이르노라.
60 그리고 그 집의 이름을 나부 하

우스라 일컫게 하고 그 집으로 하여
금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처요,
지친 나그네가 휴식을 취하는 곳이
되게 하라. 그리하여 그로 시온의 영
광과 이 곳 곧 그 모퉁잇돌의 영광을
깊이생각하게하고,

61 또한 내가 세워 유명한 ㄱ수목
같게 하고 또 시온의 성벽 위의 ㄴ파
수꾼 같게 한 자들에게서 권고를 받
게할지어다.

62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
르노니, 나의종조지밀러와나의종
라이먼 와이트와 나의 종 존 스나이
더와 나의 종 피터 하스는 조직을 갖
추고 그들 중 한 사람을 지명하여 그
집을 건축하는 목적으로 만든 그들
의 정원회를 관리하는 회장이 되게
할지어다.

63 그리고 그들은 정관을 작성하
고 이에 의거하여 그 집의 건축을 위
한주식대금을받을지어다.

64 또 그들은 그 집의 주식에 대해
주당오십불미만은받지말것이요,
그 집에 대한 주식 대금으로 어느 한
사람에게서 일만 오천 불을 받는 것
이허락될것이니라.

65 그러나 그들은 어느 한 사람에
게서 주식 대금으로 일만 오천 불을
초과하여 받는 것은 허락되지 아니
할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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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ㄱ 안내순수한, 순수.
ㄴ 교성 98:13; 103:27~28.

55ㄱ 교성 127:4.
ㄴ 아브 3:25.

56ㄱ 교성 124:22~24.
58ㄱ 창 12: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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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ㄱ 사 61:3; 겔 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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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또 그 집의 주식에 대해 그들이
어느 한 사람에게서 주당 오십 불 미
만을 받는 것도 허락되지 아니할 것
이니라.

67 또 어느 사람도 그가 주식을 받
음과 동시에 주식 대금을 그들의 손
에 납입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집의
주주로받아들여지는것이허락되지
아니하리라.

68 또 그가 그들의 손에 납입하는
주식 대금에 비례하여 그는 그 집의
주식을 받을지니라. 그러나 만일 그
가 그들의 손에 납입한 것이 하나도
없으면, 그는 그 집의 주식을 하나도
받지못하리라.

69 또 만일 어느 사람이 그들의 손
에 주식 대금을 납입하면, 그와 그의
상속인들이그주식을보유하고그들
의자유의사와행위로써그들의손에
서주식을매도하거나양도하지아니
하는한, 너희가내뜻을행할진대, 그
것은 그 자신과 대대로 그의 뒤를 이
을 그의 세대를 위한 그 집의 주식이
되리라. 주너희하나님이이르노라.

70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
게이르노니, 만일나의종조지밀러
와 나의 종 라이먼 와이트와 나의 종
존 스나이더와 나의 종 피터 하스가
그 집에 대한 어떠한 주식 대금을 현
금으로 또는 실제의 현금 가치가 있
는 부동산으로 그들의 손에 받으면,
그들은 그 주식 대금의 일부라 할지
라도 그것을 그 집에 관한 것 외에는
어떠한 다른 목적에도 유용하지 말

아야하느니라.
71 그리고 만일 그들이 주주의 승

낙 없이 그 집의 일 외에 다른 곳에
그 주식 대금의 일부를 유용하고서
그집의일외에다른곳에유용한주
식대금을사배로갚지아니하면, 그
들은 저주 받을 것이요, 그들의 자리
에서 옮기우리라. 주 하나님이 이르
노라. 이는나주는하나님이요, 이러
한 일 중 어떠한 일로도 ㄱ조롱당할
수없음이니라.

72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나의 종 조셉은 그 집의 건축을
위하여 자기가 좋게 여기는 대로 그
들의 손에 주식 대금을 지불할지어
다. 그러나 나의 종 조셉은 그 집의
주식 대금으로 일만 오천 불을 초과
하거나 오십 불미만을 납입할 수 없
으며다른사람도그와같이할수없
느니라. 주가이르노라.

73 그리고 자신들에 대한 나의 뜻
을 알기 원하는 다른 자들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그것을 내 손에 간구하
였음이니라.

74 그러므로 내가 나의 종 빈슨 나
이트에 관하여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그가 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그는 그 자신을 위하고 또 대대로 그
의 뒤를 이을 그의 세대를 위하여 그
집의주식에출자할지어다.

75 그리고 그는 백성 가운데서 자
기 목소리를 길고 크게 높여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해 ㄱ변호할지어
다. 또그는이일을아니하지도말고

71ㄱ 갈 6:7. 75ㄱ 잠 31:9.



낙심하지도 말지어다. 그리하면 나
는 그의 헌물을 ㄴ받아들이리니 이는
그 헌물이 내게 가인의 헌물과 같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는 그가 나의 것
이될것임이니라. 주가이르노라.

76 그의 가족은 기뻐하며 고난에
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지어다. 이
는 내가 그를 택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는 자기 집 가운데서 존귀
를누릴것임이니, 이는내가그의모
든 죄를 사할 것임이니라. 주가 이르
노라. 아멘.

77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나의종하이럼은자기가좋게여
기는 대로 자신과 또 대대로 그의 뒤
를 이을 그의 세대를 위하여 그 집의
주식에출자할지어다.

78 나의 종 아이잭 갤런드는 그 집
의 주식에 출자할지어다. 이는 그가
행한 일로 나 주가 그를 사랑하며 또
그의 모든 죄를 사할 것임이라. 그러
므로 그는 대대로 그 집의 주주로 기
억될지어다.

79 나의 종 아이잭 갤런드는 너희
가운데서 지명받아 나의 종 윌리엄
마크스에게성임받고그에게축복을
받아 나의 종 하이럼과 함께 가서 나
의 종 조셉이 그들에게 지시할 일을
수행하라. 그리하면 그들은 크게 복
받으리라.

80 나의종윌리엄마크스는자기가
좋게 여기는 대로 자신과 또 대대로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세대를 위하여

그집의주식대금을납입할지어다.
81 나의종헨리지셔우드는자기

가 좋게 여기는 대로 자신과 또 대
대로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세대를
위하여 그 집의 주식 대금을 납입할
지어다.

82 나의 종 윌리엄 로는 자신과 또
대대로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세대를
위하여 그 집의 주식 대금을 납입할
지어다.

83 만일 그가 나의 뜻을 행하려 할
진대, 그는 자기 가족을 데리고 동쪽
땅 곧 커틀랜드로 가지 말지어다. 그
러할지라도 나 주는 커틀랜드를 세
워일으키리라. 그러나나주는그곳
의 주민들을 위한 징벌을 준비하여
두었느니라.

84 그리고 나의 종 애먼 배빗에 관
하여는,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
이 많이 있도다. 보라, 그는 내가 명
한 권고 곧 나의 교회의 제일회장단
의 권고 대신 자기의 권고를 확립하
기를 갈망하니, 나의 백성이 예배할
ㄱ금송아지를세우는도다.

85 나의 계명을 지키려고 힘써 여
기에 온 자는 한 사람도 이 곳에서
ㄱ가지말지어다.

86 만일 그들이 여기에 살면 그들
은나를위하여살것이요, 또만일그
들이 죽으면 그들은 나를 위하여 죽
을지니, 이는 그들이 이 곳에서의 모
든 수고를 마치고 ㄱ쉴 것임이요, 그
들의일을계속할것임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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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ㄴ 창 4:4~5; 
모세 5:18~28.

84ㄱ 출 32:2~4.

85ㄱ 눅 9:62.
86ㄱ 계 14:13. 

안내낙원; 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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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그러므로 나의 종 윌리엄은 나
를신뢰하고, 이땅의질병까닭에자
신의 가족에 대해 염려하기를 그치
라. 만일 너희가 나를 ㄱ사랑하면, 나
의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 땅의
질병은너희영광을ㄴ높이게되리라.

88 나의 종 윌리엄은 가서 나의
ㄱ영에 감동되는 대로 큰 소리로, 또
큰 기쁨으로 와르소의 주민에게와
또한 카테지의 주민에게와 또한 벌
링턴의 주민에게와 또한 매디슨의
주민에게 나의 영원한 복음을 선포
하고, 나의 연차대회에서 받게 될 추
후의 지시를 인내심을 가지고 부지
런히기다릴지어다. 주가이르노라.

89 만일 그가 나의 뜻을 행하려 할
진대, 그는 이제부터 나의 종 조셉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힘으
로 ㄱ가난한 자를 위한 일을 지원하
며, 나의 거룩한 말씀의 ㄴ새 번역을
땅의주민에게출판할지어다.

90 그리고 만일 그가 이를 행하면,
나는 그에게 많은 복에 복을 더하여
ㄱ복을 내릴 것인즉, 그는 버림을 받
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후손도 ㄴ걸
식하지아니하리라.

91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
게 이르노니, 나의 종 윌리엄은 나의
종 하이럼 대신 나의 종 조셉의 보좌
로 지명과 성임과 기름 부음을 받으

라. 그리하여 나의 종 하이럼이 신권
과ㄱ축복사의직분을취하게하라. 이
직분은 축복과 또한 권리로서 그의
부친에의해그에게지명된것이니,

92 그리하여이제로부터그는모든
나의백성의머리위에줄 ㄱ축복사의
축복의열쇠를지니게될것이요,

93 그리하여 그가 축복하는 자는
누구든지 축복을 받을 것이요, 그가
ㄱ저주하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를 받
을 것이며, 또 그가 땅에서 ㄴ매는 것
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매일 것
이요, 그가 땅에서 푸는 것은 무엇이
든지하늘에서도풀리리라.

94 그리고 이때로부터 나는 그에
게 명하여 그로 나의 종 조셉과 마찬
가지로 나의 교회에 선지자요 ㄱ선견
자요계시자가되게하노라.

95 그리하여 그가 나의 종 조셉과
또한 화합하여 행동하게 하며, 또 그
로 하여금 나의 종 조셉에게서 권고
를 받게 하노니, 나의 종 조셉은 ㄱ열
쇠를 그에게 보여 줄 것이요 그는 그
것으로 구하고 받으며, 나의 종이었
던 ㄴ올리버 카우드리에게 한때 두어
졌던 것과 똑같은 축복과 영광과 존
귀와 신권과 신권의 은사로 면류관
을쓰게되리라.

96 이는 나의 종 하이럼이 내가 그
에게 보여줄 일들에 대하여 증거하

87ㄱ 요 14:15.
ㄴ 교성 121:8; 122:7.

88ㄱ 안내하나님, 신회－성신
하나님.

89ㄱ 교성 78:3.
ㄴ 설명 조셉 스미스 역

성경.

90ㄱ 안내축복하다, 축복
받은, 축복.

ㄴ 시 37:25.
91ㄱ 교성 107:39~40. 

안내축복사, 축복사의.
92ㄱ 안내축복사의 축복.
93ㄱ 교성 132:45~47.

ㄴ 마 16:19. 
안내인봉하다, 인봉.

94ㄱ 교성 107:91~92. 
안내선견자.

95ㄱ 교성 6:28.
ㄴ 안내카우드리, 올리버.



게 하며 그리하여 그의 이름이 대대
로영원무궁토록존귀하게기억되게
하려함이니라.

97 나의 종 윌리엄 로도 또한 축복
을 구하고 받을 수 있는 열쇠를 받으
며, 내 앞에서 ㄱ겸손하게 되고 ㄴ간사
함이 없는 자가 될지어다. 그리하면
그는 나의 영을 받게 되리니 곧 ㄷ보
혜사라, 이는 모든 것에 대한 진리를
그에게나타내줄것이요, 또그가말
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그에게
주시리라.

98 또이러한 ㄱ표적이그를따르리
니－곧 그는 병자를 ㄴ고칠 것이요,
그는 귀신을 내어 쫓을 것이요, 그에
게 사망에 이르는 독을 사용할 자들
에게서건짐을받으리라.

99 또그는 ㄱ독사가그의뒤꿈치를
물 수 없는 길로 인도될 것이요, 또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날듯 그의 생
각의ㄴ상상속을날아오르리라.

100 또 내가 그로 죽은 자를 일으
키게 하고자 하면 어찌 하겠느냐. 그
는자기음성을억제하지말지어다.

101 그러므로나의종윌리엄은영
원무궁토록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호산나 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크
게 외치고 아끼지 말지어다. 주 너희
하나님이이르노라.

102 보라, 내가너희에게이르거니
와, 나는 나의 종 윌리엄과 나의 종
하이럼 두 사람에게만 시킬 일을 간

직하고 있나니, 나의 종 조셉은 집에
머물러 있으라. 이는 그를 필요로 함
이니라. 나머지에 대하여는 내가 이
후로 너희에게 보이리라. 참으로 그
러하도다. 아멘.

103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
에게 이르노니, 만일 나의 종 ㄱ시드
니가 나를 섬기기를 원하고 또 나의
종 조셉을 위하여 보좌가 되기 원하
면, 그는 일어나서 나아와 자신의 부
름받은직분을맡으며, 내앞에서스
스로를겸손히낮출지어다.

104 그리고만일그가내게받아들
일 만한 헌물과 고백을 바치고 나의
백성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면 보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그를 고치리니
그가나을것이요, 그는산위에서또
다시 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내 앞에
서ㄱ대변자가되리라.

105 그는 와서 나의 종 조셉이 살
고 있는 집 이웃에 자기 가족을 거하
게할지어다.

106 그리고그가여행하는동안그
는 줄곧 나팔 소리같이 그의 목소리
를 높이고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하도
록땅의주민들에게경고할지어다.

107 그는 나의 종 조셉을 돕고 또
한나의종윌리엄로도나의종조셉
을 도와 내가 이전에 너희에게 이른
것같이 땅의 임금들에게 엄숙하게
ㄱ선포할지어다.

108 만일 나의 종 시드니가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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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ㄱ 안내겸손한, 겸손.
ㄴ 안내간사함.
ㄷ 안내보혜사.

98ㄱ 막 16:17~18. 
안내은사, 영의.

ㄴ 안내병 고치다, 병 고침.
99ㄱ 교성 84:71~73.

ㄴ 출 19:4; 
사 40:31.

103ㄱ 안내리그돈, 시드니.

104ㄱ 출 4:14~16; 
니후 3:17~18; 
교성 100:9~11.

107ㄱ 교성 1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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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을 행하고자 하면, 그는 자기 가족
을 ㄱ동쪽 땅으로 옮기지 말고 내가
이른것같이거처를바꿀지어다.

109 보라, 그가 내가 너희에게 정
해 준 도시 곧 ㄱ나부 시 밖에서 안전
과 피난처를 찾기를 구하는 것은 나
의뜻이아니니라.

110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지금이라도 만일 그가 나의 음성
을들으려할진대, 그는잘되리라. 참
으로그러하도다. 아멘.

111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
에게 이르노니, 나의 종 에이머스 데
이비스는 유숙할 집 곧 나부 하우스
를 짓도록 내가 임명한 자들의 손에
주식대금을납입할지어다.

112 만일 그가 주주가 되고자 하
면, 그는 이를 행할지어다. 또 그는
나의 종 조셉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
며, 사람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도록
자기손으로몸소일하라.

113 그리고 돌보도록 자신에게 맡
겨질 모든 일 곧 적은 일에 충실함을
입증해 보일 때, 그는 많은 것을 ㄱ다
스리는자가되리라.

114 그러므로그는높임을받을수
있도록 자신을 ㄱ낮출지어다.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

115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
에게 이르노니, 만일 나의 종 로버트
디 포스터가 나의 음성에 순종하려
할진대, 시시로 문이 그에게 열리는
대로 그는 나의 종 조셉과 맺은 계약

에따라그를위하여집한채를지을
지어다.

116 그리고그는자기의모든어리
석음을회개하고, ㄱ사랑으로옷입으
며, 악행을그치고, 자기의모든거친
말을버릴지어다.

117 그리고또한그자신과대대로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세대를 위하여
나부 하우스 정원회의 손에 주식 대
금을납입할지어다.

118 그리고나의종조셉과하이럼
과 윌리엄 로의 권고와, 시온의 기초
를 놓도록 부름 받은 역원들에게 귀
를 기울일지어다. 그리하면 그는 영
원무궁토록 잘 되리라. 참으로 그러
하도다. 아멘.

119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
에게 이르노니, 어느 사람도 몰몬경
과 내가 너희에게 준 계시를 믿는 자
가 아니면 나부 하우스 정원회에 주
식대금을납입하게하지말지어다.

120 이는 이에 ㄱ더하거나 덜한 것
은 악에서 나오며, 저주가 따르고 축
복이 따르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주
너희 하나님이 이르노라. 참으로 그
러하도다. 아멘.

121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
에게 이르노니, 나부 하우스 정원회
는 나부 하우스를 건립함에 있어 그
들이 행하는 모든 노동에 대하여 정
당한 보수를 받을지며, 그들의 임금
은 그 값에 관하여 그들 사이에 합의
되는대로할지니라.

108ㄱ 교성 124:82~83.
109ㄱ 안내나부, 일리노이

주(미국).

113ㄱ 마 25:14~30.
114ㄱ 마 23:12; 

교성 101:42.

116ㄱ 골 3:14. 
안내자애.

120ㄱ 마 5:37; 교성 98:7.



122 그리고주식대금을납입한모
든 사람은 필요하면 그들의 생계를
위하여 그들의 임금에 대한 자기 몫
을 부담할지니라. 주가 이르노라. 그
렇지 아니하면 그들의 노동은 그 집
의 주식으로 헤아림을 받게 할지니
라. 참으로그러하도다. 아멘.

123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나의 신
권에 속한 ㄱ역원들을 주어 너희로
신권의 ㄴ열쇠들을 지니게 하노니,
곧 ㄷ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신권
이요, 이는 나의 독생자의 반차를
좇는것이니라.

124 첫째로 나는 너희에게 하이럼
스미스를 주어 너희에게 ㄱ축복사가
되게하여나의교회의 ㄴ인봉하는축
복 곧 ㄷ약속의 성령을 지니게 하노
니, 이로써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ㄹ인봉되어 ㅁ유혹의시간이너희에게
임할지라도 너희로 넘어지지 않게
하려하노라.

125 나는너희에게나의종조셉을
주어 나의 온 교회를 관장하는 감리
장로로, 번역자, 계시자, ㄱ선견자, 선
지자로삼노라.

126 나는 그에게 나의 종 시드니
리그돈과 나의 종 윌리엄 로를 보좌
로 주어 이들로 한 정원회와 제일회
장단을 구성하게 하여, 온 교회를 위
하여하나님의ㄱ말씀을받게하노라.

127 나는 너희에게 나의 종 ㄱ브리
검 영을 주어 십이 순회 평의회를 관
장하는회장으로삼노라.

128 이 ㄱ십이사도회는 땅의 네 모
퉁이에 나의 왕국의 권세를 세우며,
그런 후에는 나의 말씀을 모든 피조
물에게ㄴ보낼열쇠를지니느니라.

129 그들은 히버 시 킴볼, 팔리 피
프랫, 올슨 프랫, 올슨 하이드, 윌리
엄 스미스, 존 테일러, 존 이 페이지,
윌포드 우드럽, 윌라드 리차즈, 조지
에이스미스이니라.

130 ㄱ데이비드 패튼을 내가 나에
게로 ㄴ데려왔느니라. 보라, 그의 신
권을 어느 누구도 그에게서 취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너
희에게 이르노니, 다른 사람이 그 같
은부름에지명될수있느니라.

131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
르거니와, 내가 시온의 모퉁잇돌을
위하여 너희에게 ㄱ고등평의회를 주
노니－

132 곧, 새뮤얼 벤트, 헨리 지 셔우
드, 조지 더블류 해리스, 찰스 시 리
치, 토머스 그로버, 뉴얼 나이트, 데
이비드 돌트, 던바 윌슨－세이모어
브런슨을 내가 나에게로 데려왔나
니, 어느 누구도 그의 신권을 취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
의 대신에 그 같은 신권에 지명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진실로 내가 너희

310교리와 성약 124:122~132

123ㄱ 안내직분, 역원.
ㄴ 안내열쇠, 신권의.
ㄷ 안내멜기세덱 신권.

124ㄱ 안내축복사, 축복사의.
ㄴ 안내인봉하다. 인봉.
ㄷ 교성 76:53; 88:3~4.

안내약속의 성령.
ㄹ 엡 4:30.
ㅁ 계 3:10.

125ㄱ 교성 21:1. 안내선견자.
126ㄱ 교성 90:4~5.
127ㄱ 안내영, 브리검.

128ㄱ 안내사도.
ㄴ 막 16:15.

130ㄱ 안내패튼, 데이비드
더블류.

ㄴ 교성 124:19.
131ㄱ 안내고등평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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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이르노니, 나의 종 애런 존슨이
그의 대신에 이 부름에 성임 받을지
어다－데이비드 풀머, 앨피어스 커
틀러, 윌리엄헌팅턴이니라.

133 그리고 또, 내가 돈 시 스미스
를 너희에게 주어 대제사 정원회를
관장하는회장으로삼노라.

134 이 의식은 널리 흩어져 있는
다른 여러 ㄱ스테이크를 관장하는 상
주 회장, 곧 종으로 임명될 자들에게
자격을 부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어
있나니,

135 만일그들이택하면또한여행
할 수 있으나, 그보다는 상주 회장으
로 성임되느니라. 이것이 그들의 부
름의 직분이니라. 주 너희 하나님이
이르노라.

136 내가 그에게 애머서 라이먼과
노아 패커드를 보좌로 주어 그들로
나의 교회의 대제사 정원회를 감리
하게하노라. 주가이르노라.

137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
르노니, 내가너희에게존에이힉스,
새뮤얼 윌리엄스 및 제시 베이커를
주노라. 이 신권은 ㄱ장로 정원회를
감리하나니 이 정원회는 상주 성역
자를 위하여 제정되어 있느니라. 그
러할지라도 그들은 여행할 수 있느
니라. 그러나 그들은 나의 교회의 상
주 성역자가 되도록 성임되느니라.
주가이르노라.

138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조
셉영, 조시아버터필드, 대니얼마일

즈, 헨리 헤리먼, 제라 펄시퍼, 리바
이 핸콕, 제임스 포스터를 주어 ㄱ칠
십인정원회를감리하게하노라.

139 이정원회는순회장로들을위
하여 제정되나니, 순회 고등 평의원
곧 나의 사도들이 내 앞에서 길을 예
비하도록 그들을 보내는 곳이면 어
디든지 가서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증거하게하려는것이니라.

140 이 정원회와 장로 정원회와의
차이는 하나는 계속하여 여행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때마다 교회를
감리하는 것이니, 하나는 때마다 감
리하는 책임이 있고 다른 하나는 감
리하는 책임이 없느니라. 주 너희 하
나님이이르노라.

141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
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빈슨 나이트,
새뮤얼 에이치 스미스 및 만일 그가
이를 받아들이고자 하면, 사드락 라
운디를 주어 ㄱ감독단의 직분을 감리
하게 하노니, 상기 감독단의 직분에
대한지식은 ㄴ교리와성약의책에너
희에게주어져있느니라.

142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
르노니, 제사들을 위하여 새뮤얼 롤
프와 그 보좌들을, 그리고 교사들의
회장과 그 보좌들을, 그리고 또한 집
사들의 회장과 그 보좌들을, 그리고
또한 스테이크 회장과 그 보좌들을
주노라.

143 상기직분들과그열쇠들은내
가돕는일을위하여, 또다스리는일

134ㄱ 안내스테이크.
137ㄱ 교성 107:11~12,

89~90. 

안내장로; 정원회.
138ㄱ 안내칠십인.
141ㄱ 교성 68:14; 107:15.

ㄴ 안내교리와 성약.



을 위하여, 성역의 일과 나의 성도를
ㄱ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준
것이니라.

144 그리고한가지명령을너희에
게주노니, 너희는이모든직분을채
우고 내가 거론한 그 이름들을 나의
연차 대회에서 ㄱ승인하거나 그렇지

않으면거부해야하며,
145 너희가내이름을위하여나의

집을지을때에그안에이모든직분
을 위한 방들을 마련해야 하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이 이르노라.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

312교리와 성약 124:144~125:4

143ㄱ 엡 4:11~14.
144ㄱ 교성 26:2. 

안내만장일치.
125 2ㄱ 안내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짊어짐.
3ㄱ 안내제이라헤믈라.

4ㄱ 설명 아이오와 주 리
군에 있는 내슈빌.

ㄴ 안내스테이크.

하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 도시
를 건설하여 장차 임할 때를 위하여
간직되어있는것에대비할지어다.

3 그들은 나부 시 맞은 편 땅에 내
이름을 위하여 도시를 건설할지며
그것에 ㄱ제이라헤믈라라는 이름을
붙일지어다.

4 그리고 동과 서와 북과 남에서
와서 그 곳에 거하기 원하는 자는 모
두 ㄱ내슈빌 시에서나 나부 시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내가 정한 모든
ㄴ스테이크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곳
에서 그들의 기업을 취할지어다. 주
가이르노라.

1~4, 성도들은 여러 도시를 건설해
야 하고 시온의 스테이크들로 집합
해야함.

아이오와 준주에 있는 성도에
관한주의뜻은무엇이냐?

2 진실로 이같이 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나의
이름으로 ㄱ스스로를 일컬으며 나의
성도가 되고자 힘쓰고 있는 자들이,
만일 그들이 나의 뜻을 행하고 그들
에 대한 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할진
대, 그들은내가나의종조셉을시켜
그들에게 정하여 줄 여러 곳에 집합

제 125 편

1841년 3월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아이오와 준주에 있는 성도에 관하여 선지
자조셉스미스를통하여주신계시(교회사4:311~312).

제 126 편

1841년 7월 9일일리노이주나부에있는브리검영의집에서선지자조셉스
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시(교회사 4:382). 이 당시 브리검 영은 십이사도 정원
회의회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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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브리검 영은 그 수고에 대하여
칭찬받고, 앞으로 집을 떠나 여행하
는일을면제받음.

친애하고 심히 사랑하는 형제
ㄱ브리검 영이여, 진실로 이같

이 주께서 그대에게 말씀하시느니
라. 나의종브리검아, 이제는지난날
같이 네 가족을 떠나기를 네 손에 더

이상 요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네
헌물이내가받아들일만함이니라.

2 나의 이름을 위하여 여행하면서
행한 네 ㄱ일과 수고를 내가 보았은
즉,

3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나의 말을 널리 보내며, 이제부터 이
후로영원토록네 ㄱ가족을특별히돌
볼지어다. 아멘.

126 1ㄱ 안내영, 브리검.
2ㄱ 안내행위.
3ㄱ 안내가족.

127 1ㄱ 욥 2:3; 
마 5:10~12; 벧전
2:20~23.

2ㄱ 시 23:1~6. 
안내박해하다, 박해.

ㄴ 안내시기.

든 이에게 말하고자 하노니, 나의 일
은 대리인과 서기에게 맡겼은즉, 그
들이 모든 업무를 신속하고도 적절
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요, 나의 모
든 부채는 사안의 필요에 따라 또는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부동산을 매
각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방
법으로 합당한 시기에 청산하게 될
것이니라. 내가 폭풍이 완전히 가라
앉았음을 알게 되면 그때 다시 너희
에게로돌아오리라.

2 그리고내가부름받아지나가야
할 ㄱ위험에 관하여는, 사람의 ㄴ시기
와 분노는 내 일생을 통하여 흔하게
겪어온 일이므로, 그러한 위험은 내
게 사소한 일로 밖에 여겨지지 아니
하느니라. 그리고 선한 목적이든 악
한 목적이든 너희가 택할 수 있거니

1~4, 조셉 스미스는 박해와 환난을
자랑으로 여김. 5~12, 죽은 자를 위
한 침례에 관련된 기록은 반드시 보
존되어야함.

미주리주와 이 주, 양쪽에 있는
나의 원수들이 또다시 나를 추

적하고 있음을 주께서 내게 계시해
주셨으므로, 또 그들이 아무 ㄱ까닭
없이 나를 추적하며, 또 나를 기소함
에 있어 그들 편에 추호의 정의나 공
의의 빛이나 그림자도 없는 만큼, 또
그들의 주장은 모두 검게 물든 거짓
에 근거를 둔 것인 만큼, 나 자신의
안전과 이 백성의 안전을 위하여 잠
시 이 곳을 떠나는 것이 내게 필요하
고도 지혜로운 일인 줄로 생각하였
노라. 나는나와업무관계가있는모

제 127 편

1842년9월1일자로나부에서작성된선지자조셉스미스가일리노이주나부
에 있는 후기 성도에게 보낸 편지로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관한 지시가 실
려있다(교회사5:142~144).



와 내가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창세
이전부터 ㄷ성임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일이 무슨 이유로 말미암는
지 불가사의하게 보이느니라. 너희
스스로 판단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며 그것이 선인지 악
인지 아시느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물은 내가 헤엄치기
에 익숙해진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은
내게 또 하나의 천성이 되었고 또 바
울과 같이 ㄹ환난을 자랑으로 여기나
니, 이는이날까지나의조상의하나
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나를 건져 주
셨으며, 이후로도 또 나를 건지시리
라. 이는, 보라, 또 바라보라, 나는 나
의 모든 원수를 이길 것임이라. 이는
주하나님께서이같이말씀하셨음이
니라.

3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이스라엘의
ㄱ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요, 그
들의 모든 압제자의 머리 위에 정당
한보응을재어주실것임이니라.

4 그리고 또, 진실로 이같이 주께
서이르시느니라. 나의 ㄱ성전의일과
내가 너희에게 지정해 준 모든 일을
계속하고 그치지 말라. 그리고 너희
ㄴ부지런함과 너희 불굴의 정신과 인
내심과 너희 일을 배가하라. 그리하
면 너희는 결단코 너희 상을 잃지 아

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그
리고만일그들이너희를 ㄷ핍박하면,
그와 같이 그들이 너희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과 의인들도 핍박하였느니
라.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늘에서
상이있느니라.

5 그리고또, 나는너희의 ㄱ죽은자
를위한 ㄴ침례와관련하여한마디의
말을너희에게주노라.

6 진실로너희의죽은자에관하여
이같이주께서너희에게이르시느니
라. 너희 중 누가 너희의 죽은 자를
위하여 ㄱ침례 받을 때에는 한 ㄴ기록
자를 두고 그로 너희 침례의 목격자
가되게할지어다. 그로자기귀로듣
게 하여 진실되게 증거할 수 있게 할
지어다. 주가이르노라.

7 이는너희가기록하는것이모두
하늘에서 ㄱ기록되게하려함이니, 너
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ㄴ매면 하늘
에서도 매이게 하며,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풀면하늘에서도풀리게
하려함이니라.

8 이는 내가 ㄱ신권에 관한 많은 일
을바야흐로땅에 ㄴ회복하려하고있
음이니라. 만군의주가이르노라.

9 그리고 또, 모든 ㄱ기록을 정리하
여 나의 거룩한 성전의 기록 보관소
에 넣어 두어 대대로 기억되게 할지
어다. 만군의주가이르노라.

314교리와 성약 127:3~9

2ㄷ 안내예임.
ㄹ 고후 6:4~5. 

안내역경.
3ㄱ 3니 11:12~14.
4ㄱ 교성 124:55.
ㄴ 안내부지런함.
ㄷ 안내박해하다, 박해.

5ㄱ 안내구원, 죽은 자를
위한.

ㄴ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죽은 자를 위한
침례.

6ㄱ 고전 15:29; 
교성 128:13, 18.

ㄴ 교성 128:2~4, 7.
7ㄱ 안내생명책.
ㄴ 안내인봉하다, 인봉.

8ㄱ 안내멜기세덱 신권.
ㄴ 안내복음의 회복.

9ㄱ 교성 1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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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나는 모든 성도에게 말하고자
하노니, 내가 다음 안식일에 설교단
에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라는 주제
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심히 큰 소망
을 가지고 원하였노라. 그러나 그같
이 할 수 없으므로 그 주제에 대하여
는 물론 다른 많은 문제에 대해서도
시시로 주의 말씀을 기록하여 우편
으로너희에게보내리라.

11 시간이 더 없으므로 나는 이제
지금으로서는 나의 편지를 마치노

라. 이는 원수가 깨어 있고 구주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이 세상의 ㄱ임금이
옴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아무 일도
할수없느니라.

12 보라,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
도는 너희 모두가 구원 받는 것이니
라. 나는나자신을주안에서너희종
이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의선지자요ㄱ선견자로서명하노라.

조셉 스미스

11ㄱ 요 14:30; 
조성,요 14:30. 
안내악마.

12ㄱ 교성 124:125. 
안내선견자.

128 1ㄱ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죽은 자를 위한
침례.

2ㄱ 교성 127:6.

주리라한대로, 나는죽은자를위한
ㄱ침례라는 주제를 다시 계속하노라.
이는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추적 당
한 이래로 그 주제가 내 생각을 사로
잡고 있으며, 내 느낌을 가장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까닭
이니라.

2 내가 기록자에 관하여 너희에게
몇 마디 계시의 말씀을 썼거니와, 나
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추가
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 이제 이를
확인하노라. 그것은, 이는 내가 앞서
보낸편지에선언하기를, 한 ㄱ기록자
를두어그가목격자가되고, 또한그
의 귀로 들어 주 앞에 진실된 기록을
만들수있어야한다고하였느니라.

1~5, 지역 및 총 기록 담당자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사실을 증명해야 함.
6~9, 그들의 기록은 땅에서와 하늘
에서 유효하며 기록됨. 10~14, 침례
반은 무덤의 상징임. 15~17, 엘리야
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관련된 권
능을 회복하였음. 18~21, 지나간 경
륜의 시대들의 모든 열쇠들과 권능
들과 권세들이 회복되었음. 22~25,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하여 기쁘고 영
화로운소식이선포됨.

내처소를 떠나기 전에 쓴 편지에
서내가너희에게말하기를, 내

가 너희에게 시시로 편지를 써서 많
은 주제에 관련된 지식을 너희에게

제 128 편

1842년 9월 6일자로 된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예수 그
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보낸 편지로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관한 추가 지
시사항이실려있다(교회사5:148~153).



3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하여, 기록
자 한 사람이 언제나 참석하여 모든
일을 처리함은 매우 어려울 것이니
라. 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도시
의 각 와드마다 정확한 회의록을 만
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기록
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 그로 하여금
모든 진행 사항을 기록함에 있어서
매우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고, 그의눈으로보고그의귀로들
었음을 그의 기록에 확인하게 하며,
일자, 성명 등과 전체 회의 진행사항
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고, 또한 출석
한 사람이 있거든 출석한 세 사람 정
도를지명하여, 요구될때면, 어느때
든지 그와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두세 ㄱ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
이확정되게하라.

4 그러고 나서 총 기록 담당자 한
사람을 두고, 그들은 그들이 작성한
기록이 참됨을 확인하는 그들 자신
의 서명이 든 증서가 첨부된 이러한
다른 기록들을 그에게 넘겨줄 수 있
느니라. 그러고 나서 교회의 총 기록
담당자는 그 증서와 모든 참석한 자
들의증인의성명과함께, 또그사람
들의 전반적인 성격과, 또한 교회가
그들을 임명한 것에 대한 자신의 지
식에 비추어 볼 때 상기 진술과 기록
이 참됨을 진실로 믿는다는 자기 자
신의 진술서와 함께 그 기록을 전체
교회의 기록대장에 올릴 수 있느니
라. 그리고 이것이 전체 교회의 기록

대장에 기재될 때에 그 기록은 마치
그가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귀로 듣
고 전체 교회의 기록대장에 기록한
것과 똑같이 거룩하게 되며, 그 의식
에부응하게되느니라.

5 너희는 이러한 일들의 체계가 매
우 까다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
나, 이것은 다만 복음에 대한 ㄱ지식
없이죽게될죽은자의ㄴ구원을위하
여주께서창세이전부터제정하시고
예비하신 의식과 준비에 순응함으로
써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것일 따
름임을너희에게일러두노라.

6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너희가
계시록 20장 12절－또 내가 보니 죽
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
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에서 찾
아볼수있는대로계시자요한이언
명하였을때, 그가죽은자에관한바
로 이 주제를 깊이 생각하고 있었음
을너희가기억하기바라노라.

7 너희는 이 인용된 구절에서, 책
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ㄱ생명책이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
판을 받았음을 찾아볼 수 있으리라.
따라서 여기에 언급된 책들은 그들
의 행위에 대한 기록이 실려 있는 책
이요, 땅 위에서 작성되는 ㄴ기록을
가리킴이 분명하도다. 그리고 생명

316교리와 성약 128:3~7

3ㄱ 안내증거.
5ㄱ 벧전 4:6.
ㄴ 안내구원, 죽은 자를

위한.
7ㄱ 계 20:12; 

교성 127:6~7. 

안내생명책.
ㄴ 교성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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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라 한 책은 하늘에서 작성되는
기록이니라. 이 원리는 내가 나의 처
소를 떠나기 전에 너희에게 쓴 편지
에 실려 있는 계시 가운데 너희가 명
령받은 교리와 정확하게 일치하나
니, 곧너희가기록하는것이모두하
늘에서도기록되게하려함이니라.

8 이제 이 의식의 본질은 예수 그
리스도의 계시에 의한 신권의 ㄱ권능
에 있나니, 이로써 너희가 땅에서 무
엇이든지 ㄴ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
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
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함을 허락 받
느니라. 또는이번역을또다른견지
에서보아다른말로하면, 너희가땅
에서무엇이든지기록하면하늘에서
도 기록될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
엇이든지기록하지아니하면하늘에
서도 기록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는 그들이 그 자신 친히(propria per-
sona) ㄷ의식을 행하였거나, 그들이
그들의 죽은 자에 관해 작성한 기록
에 따르고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그들의 ㄹ구원을 위하여 예비하신 의
식에 따라 그들 자신의 대리인에 의
해서 의식을 행하였거나 간에, 너희
의 죽은 자들은 그들 자신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로 심판받게 될 것임이
니라.

9 어떤 이들에게는 우리가 이야기
하고 있는 바－땅에서 기록하거나
매는 것과 하늘에서 매는 권능이 매

우 대담한 교리로 보일지 모르나, 그
러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시대를
통하여 볼 때, 주께서 실제의 계시로
써 어떠한 사람 또는 어느 집단에게
신권의 ㄱ경륜의 시대를 주셨을 때에
는 언제나 이 권능이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ㄴ권세를 가지
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 진실되고
충실하게 그 일을 행하여 그에 대해
적절하고도 성실하게 기록한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위대하신 ㄷ여호와
의 법령에 따라 땅에서나 하늘에서
율법이 되어 폐지될 수 없었느니라.
이는 신실한 말이로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10 그리고 또 선례로서 마태복음
16장 18, 19절이 있느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
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
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
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하늘에서도풀리리라.

11 이제 이 모든 문제의 위대하고
도큰비밀과우리앞에놓인모든주
제의 최고의 선(summum bonum)
은 성신권의 권능을 얻음에 있느니
라. 이 ㄱ열쇠들이주어지는자에게는
산 자를 위한 것이든지 죽은 자를 위
한것이든지, 사람의자녀들의 ㄴ구원
에 관련된 사실들에 대한 지식을 얻

8ㄱ 안내권능; 신권.
ㄴ 안내인봉하다, 인봉.
ㄷ 안내의식.
ㄹ 안내구원, 죽은 자를

위한.
9ㄱ 안내경륜의 시대.
ㄴ 안내권세.
ㄷ 안내여호와.

11ㄱ 안내열쇠, 신권의.
ㄴ 안내구원.



음에아무런어려움이없느니라.
12 ㄱ영광과 ㄴ존귀, 그리고 ㄷ불멸과

영생이 여기에 있나니－물에 의한
침례 의식은 죽은 자의 형상에 부응
하기위해서물속에 ㄹ잠김으로써한
원리가 다른 원리와 조화를 이루게
하려함이요, 물속에잠겼다가물밖
으로 나아옴은 그들의 무덤에서 나
아오는 죽은 자의 부활의 형상이니
라. 그러므로이의식은죽은자를위
한 침례 의식과 관련이 있도록 제정
된 것이니, 이것이 죽은 자의 형상인
까닭이니라.

13 따라서 ㄱ침례반은 무덤의 ㄴ상
징으로 제정되었고 산 자들이 흔히
모이는 곳 아래에 두도록 명령하셨
나니, 이는산자와죽은자를나타내
기위함이요, 모든것이그와닮은것
이있게하여, 서로조화를이루게하
려 함이라－그리하여 땅에 속한 것
이 하늘에 속한 것과 모양이 일치하
게하려함이니, 고린도전서15장46,
47, 48절에 바울이 언명한 바와 같으
니라.

14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
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

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리고 너
희 죽은 자와 관련하여 참되게 만들
어진 이 세상의 기록이 그러한 것같
이 하늘에서의 기록도 또한 그와 같
으니라. 그러므로이는 ㄱ인봉하고매
는권능이요, 다른말로표현하면, 왕
국의 ㄴ열쇠이니, 이는 곧 ㄷ지식의 열
쇠니라.

15 그리고 이제, 나의 지극히 사랑
하는 형제와 자매여, 나는 너희에게
단언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의 구원에 관련된 것으로서 결코 가
벼이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죽은 자와
산 자에 관한 원리들이니라. 이는 그
들의 ㄱ구원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하
고도 불가결한 것임이니, 바울이 조
상들에대하여말하기를－우리가아
니면 그들이 ㄴ온전함을 이룰 수 없
다－함과 같이 우리의 죽은 자가 아
니면, 우리도 온전함을 이룰 수 없느
니라.

16 그리고이제, 죽은자를위한침
례와 관련하여 나는 바울의 또 다른
말씀을 인용하려 하노니, 고린도전
서15장 29절이니라. 만일죽은자들
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
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
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
을위하여침례를받느냐?

17 그리고 또, 이 인용구와 연관하
여 나는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의 말씀

318교리와 성약 128:12~17

12ㄱ 안내영광.
ㄴ 안내공경하다.
ㄷ 안내불멸의, 불멸.
ㄹ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침수로서의 침례.
13ㄱ 교성 124:29.

ㄴ 안내상징주의.
14ㄱ 안내인봉하다, 인봉.

ㄴ 안내열쇠, 신권의.
ㄷ 조성, 눅 11:53.

15ㄱ 안내구원, 죽은 자를
위한.

ㄴ 히 11:40. 
안내완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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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용하려 하노니, 그는 신권의
ㄱ회복, 마지막 날에 나타나게 될 영
광들, 그리고 영원한 복음에 속하는
모든 주제 중 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
에 특별히 주목하였으니, 곧 죽은 자
를 위한 침례라. 말라기의 마지막 장
5절과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
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ㄴ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마음을자녀에게로돌이키
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
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
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였느
니라.

18 나는 이것에 대하여 보다 더
ㄱ명백한 번역을 할 수 있었겠으나,
그대로도 나의 목적에 적합할 만큼
충분히 명백하도다. 이 경우에 있어
서, 어떤 주제에 관하여 아버지와 자
녀 간에 일종의 굳게 매는 ㄴ연결이
없으면 땅은 저주로 치심을 당하리
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니
라－보라, 그 주제란 무엇이던가? 그
것은 죽은 자를 위한 ㄷ침례니라. 이
는 그들이 아니면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없고,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룰 수 없음이니라. 또한
복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아니면 그

들이나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없
나니, 이는때가찬경륜의시대가열
림에 있어서, 이 ㄹ경륜의 시대는 이
제 바야흐로 열리기 시작하고 있거
니와, 여러 경륜의 시대와 열쇠와 권
능과영광의전체적이고도철저하고
완전한 연합과 결합이 아담의 시대
로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일어나고
드러나는 일이 필요한 것임이니라.
그리고 이 뿐만 아니라 ㅁ창세로부터
결코 드러나지 아니하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져 온 것
들이이때가찬경륜의시대에 ㅂ어린
아이와젖먹이에게드러나리라.

19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기쁨의 소리!
하늘에서 온 자비의 소리요, 땅에서
솟아난 ㄱ진리의 소리요, 죽은 자를
위한좋은소식이요, 산자와죽은자
를 위한 기쁨의 소리요, 큰 기쁨의
ㄴ좋은 소식이니라. 선한 일의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시온을 향하여 이
르기를, 보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
다 하는 자들의 ㄷ발이 산 위에서 어
찌 그리 아름다운고! 갈멜 산의 ㄹ이
슬같이 하나님의 지식이 그들 위에
내려오리로다!

20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듣느
냐? 이는 ㄱ쿠모라에서 나오는 좋은

17ㄱ 안내복음의 회복.
ㄴ 3니 25:5~6; 

교성 2:1~3; 110:13~16. 
안내엘리야.

18ㄱ 조역 1:36~39.
ㄴ 안내계보; 

의식－대리 의식.
ㄷ 교성 124:28~30;

127:6~7.

ㄹ 안내경륜의 시대.
ㅁ 교성 35:18.
ㅂ 마 11:25; 

눅 10:21; 
앨 32:23.

19ㄱ 시 85:10~11.
ㄴ 눅 2:10.
ㄷ 사 52:7~10; 

모사 15:13~18; 

3니 20:40.
ㄹ 신 32:2; 

교성 121:45.
20ㄱ 조역 1:51~52. 

안내쿠모라 산.



소식이라! 하늘에서온천사 ㄴ모로나
이가선지자들의예언이성취되었음
을 선언하는 소리니－곧 나타날 ㄷ책
이라. 책을 ㄹ증거할 세 증인을 선포
하시는 세네카 군 ㅁ페이에트 광야에
서의 주의 음성이라! 악마가 ㅂ빛의
사자로 나타났을 때 그를 간파한 사
스케하나 강둑의 ㅅ미가엘의 음성이
라! 사스케하나 강에서, 사스케하나
군 하모니와 브룸 군 콜스빌 사이의
광야에서 자신들이 왕국의 ㅇ열쇠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가졌
음을 선포하는 ㅈ베드로, 야고보, 요
한의음성이로다!

21 그리고 또, 세네카 군 페이에트
에있는 ㄱ연로한아버지휘트머의방
에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요, 또 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모
든 여행과 환난을 통하여 여러 때에
여러 다른 장소에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로다! 그리고천사장미가엘의
음성이요, ㄴ가브리엘의 음성이요,
ㄷ라파엘의 음성이요, 미가엘 곧 ㄹ아
담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ㅁ여러 천사의 음성이니, 모두가 그들
의 ㅂ경륜의 시대, 그들의 권리, 그들
의열쇠, 그들의존귀, 그들의위엄과

영광, 그리고 그들의 신권의 권능을
선언하며, 말씀에말씀을더하고, ㅅ교
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더하며, 장차 임할 일
을선포함으로써우리에게위안을주
며, 우리의ㅇ소망을굳게하는도다!

22 형제들아, 이 위대한 대업에 우
리가 나아가지 아니하겠느냐? 전진
하고 물러서지 말라. 형제들아, 용기
를내라. 승리를향하여나아가고, 또
나아가자. 너희 마음으로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땅은 소리를 발하
여 ㄱ노래할지어다. 죽은자들은세상
이 있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그 ㄴ옥에서 ㄷ구속할 수 있도록 제정
하신 ㄹ임마누엘 왕에게 영원한 찬양
의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는 옥에 갇
힌자들이놓여날것임이니라.

23 ㄱ산들은기쁨으로외치며, 너희
모든 골짜기는 크게 외칠지어다. 너
희 모든 바다와 육지는 너희의 영원
하신 왕의 기이한 일들을 이야기하
라. 그리고 너희 강들과 시내들과 개
천들은 기쁨으로 흘러내리라. 숲들
과 들의 모든 나무는 주를 찬양할지
어다. 그리고너희견고한 ㄴ바위들은
기쁨으로 눈물을 흘릴지어다. 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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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ㄴ 안내모로나이, 
몰몬의 아들.

ㄷ 사 29:4, 11~14; 
니후 27:6~29. 
안내몰몬경.

ㄹ 교성 17:1~3.
ㅁ 안내페이에트, 

뉴욕 주(미국).
ㅂ 고후 11:14.
ㅅ 교성 27:11. 

안내아담.

ㅇ 안내열쇠, 신권의.
ㅈ 교성 27:12.

21ㄱ 설명 피터 휘트머, 일세.
ㄴ 안내가브리엘.
ㄷ 안내라파엘.
ㄹ 교성 107:53~56.
ㅁ 안내천사.
ㅂ 안내경륜의 시대.
ㅅ 사 28:10.
ㅇ 안내소망.

22ㄱ 사 49:13.

ㄴ 사 24:22; 
교성 76:72~74.

ㄷ 안내구속하다,
구속받은, 구속.

ㄹ 사 7:14; 앨 5:50. 
안내임마누엘.

23ㄱ 사 44:23.
ㄴ 눅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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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 ㄷ새벽 별들은 함께 노래할지어
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은
기쁨으로 외칠지어다. 그리고 영원
한 창조물들은 영원무궁토록 그의
이름을 선포할지어다. 그리고 또 내
가 이르노니, 영광과 구원과 존귀와
ㄹ불멸과 ㅁ영생과 왕국과 통치자와
권세를 우리 귀에 선포하는, 하늘에
서 우리에게 들리는 그 음성은 얼마
나영화로운고!

24 보라, 주의 ㄱ큰 날이 가까이 왔
도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ㄴ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설 수 있으리요? 이는 그가 ㄷ연
단하는 자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
의 잿물과 같음이라. 또 그가 은을
ㄹ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
아서, ㅁ레위의아들들을깨끗하게하

되, 금과은같이연단하여, 그들로의
로운 가운데 헌물을 주께 바치게 하
시리라. 그러므로 한 교회와 한 백성
으로서, 또 후기 성도로서 의롭게
ㅂ헌물을 주께 바치자. 그리고 주의
거룩한 성전이 완성되는 때, 그 곳에
서, 우리의 죽은 자의 ㅅ기록이 실려
있는, 받으시기에 온전히 합당한 책
을바치자.

25 형제들아, 이 주제에 대하여 너
희에게 이야기할 것이 많으나, 지금
으로는 이제 마치고, 이 주제를 다음
번에 계속하리라. 나는 여전히 너희
의 낮은 종이요 결코 변하지 않는 친
구니라.

조셉 스미스

23ㄷ 욥 38:7.
ㄹ 안내불멸의, 불멸.
ㅁ 안내영생.

24ㄱ 안내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ㄴ 말 3:1~3.
ㄷ 3니 24:2~3. 

안내지구－지구가
깨끗하게 됨.

ㄹ 슥 13:9.
ㅁ 신 10:8; 

교성 13:1; 124:39.
ㅂ 교성 84:31. 

안내헌물.

ㅅ 교성 127:9. 
안내계보.

129 1ㄱ 안내하늘.
ㄴ 안내천사.
ㄷ 안내부활.

2ㄱ 눅 24:39.

인격체로서 살과 뼈의 몸을 가졌나
니－

2 예를 들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져 보라. 영은 ㄱ살과 뼈가 없
으되, 너희보는바와같이나는있느
니라함과같도다.

1~3, 하늘에는 부활체와 영체가 있
음. 4~9, 휘장너머에서온사자를확
인할수있는열쇠들이주어짐.

ㄱ

하
늘에는두 부류의 존재가 있
느니라. 곧 ㄴ천사요, ㄷ부활한

제 129 편

1843년 2월 9일일리노이주나부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가준가르침. 이는
성역을 베푸는 천사와 영의 올바른 본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세 가지 큰 열쇠를
알게해주고있다(교회사5:267).



3 두 번째는 완전하게 된 ㄱ의인의
ㄴ영이니, 그들은 부활하지 아니하였
으나 똑같은 영광을 상속하는 자들
이니라.

4 어떤사자가와서자신이하나님
이 보내시는 전갈을 가지고 있다 말
할 때에는 네 손을 그에게 내밀어 너
와악수하기를청하라.

5 만일그가천사이면, 그는그렇게
할것이요, 너는그의손을느끼리라.

6 만일 그가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이면, 그는자기영광중에오리니,
이는 그것이 그가 나타날 수 있는 유
일한방법임이라－

7 너와악수하기를그에게청하라.
그리하여도그는움직이지아니하리
니, 의인이 남을 속임은 하늘의 질서
에 어긋남이라,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의전갈을전하리라.

8 만일 빛의 사자로 나타난 ㄱ악마
이면, 네가 그에게 악수하기를 청할
때 그는 네게 자신의 손을 내밀 것이
나, 너는아무것도느끼지못하리니,
그러므로 너는 그를 간파해낼 수 있
으리라.

9 이것은 어떠한 사역이 하나님으
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너희가
알아낼수있는세가지큰열쇠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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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ㄱ 히 12:23; 교성 76:69.
ㄴ 안내영.

8ㄱ 고후 11:14; 니후 9:9.
130 1ㄱ 요1 3:2; 모로7:48. 안내

예수그리스도의재림.
ㄴ 눅 24:36~40.

2ㄱ 안내해의 영광.
3ㄱ 안내하나님, 신회－

아버지 하나님.
ㄴ 안내하나님, 신회－아들

하나님.
ㄷ 교성 93:1.

구주께서 ㄱ나타나실 때에 우리
는 그를 계신 그대로 보게 되

리라. 우리는 그가 우리와 같은 ㄴ사
람임을보게되리라.

2 그리고여기에서우리가운데존
재하는 것과 똑같은 사귐이 그 곳에
서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리라. 다만
그 사귐에는 지금 우리가 향유하지
못하는 영광, 곧 ㄱ영원한 영광이 수
반되리라.

3 요한복음14장23절－이절에언
급된 ㄱ아버지와 ㄴ아들의나타나심은
ㄷ친히 나타나심을 뜻하나니, 아버지

1~3, 아버지와 아들은 친히 사람에
게나타나실수있음. 4~7, 천사는해
의영광의영역에거함. 8~9, 해의영
광의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우림과
둠밈이 될 것임. 10~11, 해의 영광의
세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는
흰 돌 하나가 주어짐. 12~17, 재림의
때는 선지자에게 알려지지 아니함.
18~19, 이 생에서 얻은 예지는 부활
때에 우리와 함께 일어날 것임.
20~21, 모든 축복은 율법을 순종함
으로써 옴. 22~23, 아버지와 아들은
살과뼈의몸을가지셨음.

제 130 편

1843년 4월 2일 일리노이 주 라무스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준 여러 가지
가르침(교회사5:32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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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아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ㄹ거하신
다 함은 낡은 종파적 관념이요, 잘못
된것이니라.

4 질문에 대한 대답－하나님의
ㄱ시간, 천사의 시간, 선지자의 시간,
사람의 시간의 계산은 그들이 거주
하고 있는 별에 따른 것이 아니겠는
가?

5 내가 대답하건대, 그렇다. 그러
나 이 지구에 속하거나 속하였던 자
가 아니면서 이 곳에서 성역을 베푸
는ㄱ천사는없느니라.

6 천사들은이지구와같은행성에
거주하지아니하느니라.

7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면전에
서 유리와 ㄱ불의 ㄴ바다 같은 천체에
거주하나니, 만물은 그 영광을 위하
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나타나며,
계속하여주앞에존재하느니라.

8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하나의
거대한ㄱ우림과둠밈이니라.

9 이 ㄱ지구는 성결하게 되고 불멸
의 상태에서 수정과 같이 될 것이요,
그 위에 거하는 주민에게는 하나의
우림과 둠밈이 되리니, 이로써 하위
의 왕국 곧 낮은 반차의 모든 왕국에
관계되는 일체의 것이 그 위에 거하
는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요, 이 지구
는그리스도의것이되리라.

10 그때에계시록2장17절에언급

된 흰 돌은 그것을 받는 각 개인에게
우림과 둠밈이 되리니, 이로써 높은
반차의 왕국에 관한 일들이 알려지
게되리라.

11 그리고 해의 왕국에 들어오는
각사람에게는 ㄱ흰돌하나가주어지
나니, 그 위에 새 ㄴ이름이 쓰여 있으
며, 그것을받는자외에는그이름을
알사람이없느니라. 그새이름은열
쇠가되는말이니라.

12 나는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
언하노니, 인자가 오시기 전에 많은
유혈을초래할ㄱ난국의시작이ㄴ사우
스캐롤라이나주에서있게되리라.

13 이는 아마도 노예 문제로 인해
일어나리라. 이것은 내가 1832년 12
월 25일 이 주제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한 음성이 내게 고해 주었
느니라.

14 한번은내가인자의 ㄱ오시는때
를 알고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
데, 그때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
는한음성을들었나니,

15 내아들조셉아, 만일네가여든
다섯이 되기까지 살면, 인자의 얼굴
을 보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로써 만
족하고 이 문제로 더 이상 나를 괴롭
히지말라하시더라.

16 나는 이 오심이 복천년의 시작
을 가리키는 것인지, 또는 이전의 그

3ㄹ 교성 130:22. 
안내하나님, 신회.

4ㄱ 벧후 3:8; 아브 3:4~10;
또한 아브라함서에서
옮겨온 사본 2, 그림 1
참조.

5ㄱ 안내천사.

7ㄱ 사 33:14; 교성 132:1~3.
ㄴ 계 4:6; 15:2.

8ㄱ 안내우림과 둠밈.
9ㄱ 교성 77:1. 

안내지구－지구의
마지막 상태.

11ㄱ 계 2:17.

ㄴ 사 62:2.
12ㄱ 교성 38:29; 45:63.

ㄴ 교성 87:1~5.
14ㄱ 안내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어떤 나타나심을 가리키는 것인지,
또는 내가 죽어서 그의 얼굴을 뵙게
되리라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는 채
로있게되었느니라.

17 내가 믿기로는 인자가 오심이
그때보다조금이라도빠르지는아니
하리라.

18 이생에서우리가얻는 ㄱ예지의
원리는 어떠한 것이든지 ㄴ부활 때에
우리와함께일어나리라.

19 그리고 만일 어느 사람이 이 생
에서 자신의 ㄱ부지런함과 ㄴ순종을
통하여다른사람보다더많은 ㄷ지식
과 예지를 얻는다면, 장차 올 세상에
서그만큼의ㄹ유익을얻으리라.

20 이세상의기초가놓이기 ㄱ이전
에 하늘에서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ㄴ율법이 있어 모든 ㄷ축복은 이에 근
거를두나니－

21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어떠한
축복을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그 율법을 순종하였음으
로얻게되는것이니라.

22 ㄱ아버지는사람의것과같은만
져 볼 수 있는 ㄴ살과 뼈의 몸을 가지
셨으며, 아들도 그러하시니라. 그러
나 ㄷ성신은 살과 뼈의 몸을 가지지
아니하셨고 다만 영의 인격체시니
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성신이 우
리안에거하실수없으리라.

23 사람이 ㄱ성신을 받을 수 있고
성신이 그 사람에게 내려 올 수도 있
으나 그 사람과 함께 머물지는 아니
하시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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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ㄱ 안내예지, 예지들.
ㄴ 안내부활.

19ㄱ 안내부지런함.
ㄴ 안내순종, 순종하는,

순종하다.
ㄷ 안내지식.
ㄹ 앨 12:9~11.

20ㄱ 안내전세.

ㄴ 교성 82:10.
ㄷ 신 11:26~28; 

교성 132:5. 
안내축복하다, 축복
받은, 축복.

22ㄱ 안내하나님, 신회.
ㄴ 행 17:29.
ㄷ 안내성신.

23ㄱ 안내은사, 성신의.
131 1ㄱ 교성 76:70. 

안내해의 영광.
2ㄱ 교성 132:5~21. 

안내승영.
ㄴ 안내결혼, 결혼하다－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

2 ㄱ가장 높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
는 사람이 신권의 이 반차[새롭고도
영원한 ㄴ결혼성약을의미함]에들어
가야하느니라.

3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것을얻을수없느니라.

4 그가 다른 곳에는 들어갈 수 있
으려니와, 그것이 그의 왕국의 끝이

1~4, 가장 높은 하늘에서 승영하기
위하여서는 해의 왕국의 결혼이 필
수적임. 5~6, 어떻게 사람이 영생에
이르도록 인봉되는지 설명됨. 7~8,
모든영은물질임.

ㄱ

해
의영광안에는세하늘곧세
등급이있느니라.

제 131 편

1843년5월16일과17일일리노이주라무스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가준가
르침(교회사5:39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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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그는ㄱ증식할수없느니라.
5 (1843년5월17일) 더확실한 ㄱ예

언의 말씀은 사람이 성신권의 권능
을 통하여 계시와 예언의 영으로써
자신이 ㄴ영생에이르도록 ㄷ인봉되었
음을아는것을뜻하느니라.

6 무릇 사람이 ㄱ무지하고서는 ㄴ구
원받음이불가능하니라.

7 비물질적물질같은것은존재하
지아니하느니라. 모든 ㄱ영은물질이
니라. 그러나 이는 더욱 미세하거나
순수하여, 보다 ㄴ더정결한눈으로써
만식별될수있느니라.

8 우리가 이를 볼 수 없으나, 우리
몸이 정결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
이모두물질임을보게되리라.

4ㄱ 교성 132:16~17.
5ㄱ 벧후 1:19. 

안내부름과 택함.
ㄴ 안내영생.
ㄷ 교성 68:12; 88:4. 

안내인봉하다, 인봉.

6ㄱ 교성 107:99~100.
ㄴ 안내구원.

7ㄱ 안내영.
ㄴ 교성 76:12; 97:16; 

모세 1:11.
132 1ㄱ 교성 132:34, 37~39.

안내결혼, 결혼하다－
복수 결혼.

권고 받음. 58~66, 다처를 규정하는
법이설명됨.

진실로, 이같이 주가 너, 나의 종
조셉에게 이르노라, 많은 ㄱ처

와 첩을 두는 원리와 교리에 관련하
여 나 주가 나의 종들 곧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또한 나의 종 곧
모세, 다윗 그리고 솔로몬을 의롭다
한 그 이유를 네가 알고 이해하고자
내손에물었으므로－

2 보라, 또바라보라, 나는주네하
나님이니, 이 문제에 관련하여 네게
대답하리라.

3 그러므로 내가 네게 주려 하는

1~6, 승영은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을 통하여 얻어짐. 7~14, 그 성약에
관한 규정과 조건이 설명됨. 15~20,
해의 왕국의 결혼과 가족 단위의 계
속이 사람으로 하여금 신이 될 수 있
게함. 21~25, 좁고협착한길이영생
으로 인도함. 26~27, 성신을 모독하
는 죄에 관련된 율법이 주어짐.
28~39, 영원한 증식과 승영의 약속
은 모든 시대의 선지자와 성도들에
게 맺어졌음. 40~47, 조셉 스미스에
게 땅에서와 하늘에서 매고 인봉하
는 권능이 주어짐. 48~50, 주께서 그
에게 그의 승영을 인봉하심. 51~57,
에머 스미스는 충실하고 참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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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나부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를통하여주신계시로, 1843년7월
12일 기록되었다.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에 관련된 것으로, 결혼 성약의 영원
성과 또한 다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교회사 5:501~507). 이 계시가 1843년
에기록되기는하였으나역사기록을살펴보면선지자가이계시에들어있는
교리와원리를1831년부터알고있었음이분명하다.



가르침을 받으며 순종할 마음의 ㄱ준
비를갖추라. 이는이율법을계시받
은 자는 모두 반드시 이에 순종해야
함이니라.

4 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새롭
고도영원한 ㄱ성약을계시함이니, 만
일 너희가 그 성약을 지키지 아니하
면, 너희는 ㄴ정죄를 받느니라. 이는
아무도 이 성약을 ㄷ거부하고는 나의
영광에 들어오기를 허락 받을 수 없
음이니라.

5 이는 내 손에서 ㄱ축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모두 그 축복을 위하여 정
해진 ㄴ율법과그조건을창세이전부
터 제정된 대로 마땅히 지켜야 함이
니라.

6 그리고 새롭고도 ㄱ영원한 성약
에 관하여 말하건대, 이는 나의 ㄴ영
광의 충만함을 위하여 제정되었나
니, 그충만함을받는자는그율법을
반드시 그리고 마땅히 지켜야 하느
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는 정죄 받
으리라. 주하나님이이르노라.

7 그리고진실로내가너희에게이
르노니, 이율법의 ㄱ조건들은이러하
니라. 곧모든성약, 계약, 약정, 의무,
ㄴ맹세, 서약, 의례, 결합, 결연 또는
기대는 맺어지고 세워지고 나서, 기
름부음받은자로말미암아 ㄷ약속의

성령에 의하여 현세뿐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ㄹ인봉되되, 그것도이권능
을 지니도록 내가 임명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중보를 통하여 (나는
마지막 날에 나의 종 조셉을 임명하
여 이 권능을 지니도록 하였거니와,
이권능과이신권의 ㅁ열쇠를부여받
은 자는 이 세상에서 한 때에 단 한
사람뿐이니라) ㅂ계시와 계명에 의해
가장 거룩하게 되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때나 그 이후에
아무런 효과나 효능이나 효력이 없
나니, 이는 이 결과에 이르도록 맺어
지지 아니한 모든 계약은 사람이 죽
을때끝이남이니라.

8 보라, 나의 집은 질서의 집이요,
혼란의 집이 아니니라. 주 하나님이
이르노라.

9 주가이르노라. 내이름으로바치
지아니한ㄱ헌물을내가받겠느냐?

10 또는 내가 ㄱ정해 주지 아니한
것을내가너희손에서받겠느냐?

11 또세상이있기전에나와내아
버지가 너희를 위하여 ㄱ제정한 율법
에 의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정해주겠느냐? 주가이르노라.

12 나는주네하나님이라. 내가너
희에게 이 계명을 주노니－나로 말
미암지 아니하거나 나의 말 곧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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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ㄱ 교성 29:8; 58:6; 78:7.
4ㄱ 안내성약.
ㄴ 안내정죄.
ㄷ 교성 131:1~4.

5ㄱ 교성 130:20~21.
ㄴ 안내율법.

6ㄱ 교성 66:2. 
안내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ㄴ 교성 76:70, 92~96. 

안내해의 영광.
7ㄱ 교성 88:38~39.
ㄴ 안내맹세.
ㄷ 안내약속의 성령.
ㄹ 안내인봉하다, 인봉.
ㅁ 안내열쇠, 신권의.

ㅂ 안내계시.
9ㄱ 모로 7:5~6. 

안내희생.
10ㄱ 레 22:20~25; 

모세 5:19~23.
11ㄱ 교성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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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법으로말미암지아니하고는아버
지께로 ㄱ올자가한사람도없을지니
라. 주가이르노라.

13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권으
로나 통치권으로나 권세로나 그 어
떠한 이름 있는 것으로 정하여졌을
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거나
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
은, 주가 이르노라, 무너질 것이요,
사람이 죽은 후에는, 부활할 때나 그
이후에라도 ㄱ남아 있지 아니하리라.
주너희하나님이이르노라.

14 이는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이든
지 나로 말미암은 것이요, 나로 말미
암지 아니한 것은 어떠한 것이든지
흔들리며멸망당할것임이니라.

15 그러므로 만일 어느 남자가 세
상에서아내를 ㄱ맞아들이되, 나로말
미암거나 나의 말로 말미암지 아니
하고, 그 여인에게 장가들어 그 남자
가 세상에 있는 동안 그 아내와 언약
하고 아내도 그와 언약하면, 그들의
언약과 결혼은 그들이 죽었을 때나
세상을 떠났을 때 효력이 없나니, 그
러므로 그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그들은 어떠한 율법으로도 매여 있
지아니하니라.

16 그러므로 그들이 세상을 떠났
을 때에는 장가들거나 ㄱ시집가는 일
이 없고, 다만 하늘에서 ㄴ천사로 임
명되나니, 이 천사들은 섬기는 종들

로서, 훨씬더크고뛰어난영원한영
광의 무게에 합당한 자들을 위하여
섬기는자들이니라.

17 이는 이들 천사는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은 커질 수 없고 모든 영원에 걸
쳐 승영함이 없이 구원 받은 상태로
따로 떨어져 홀로 있게 되나니, 이후
로는 신이 아니요, 다만 영원무궁토
록하나님의천사니라.

18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
게 이르노니, 만일 어느 남자가 아내
를 맞아들이며 현세와 영원을 위하
여그여인과언약을맺되, 그언약이
나로 말미암거나 나의 말 곧 나의 율
법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내가 기
름 부어 이 권능에 임명한 자를 통하
여 약속의 성령으로 인봉되지 아니
하였으면, 그들은 나로 말미암거나
나의 말로 말미암아 결합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그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것은 효력이나 효능이 없느니
라. 주가이르노라. 그들이세상을떠
났을 때 그 언약은 그 곳에서 받아들
여질 수 없나니, 이는 천사들과 신들
이 그 곳에 지명되어 있어 그들이 그
들 곁을 지나갈 수 없음이니라. 그러
므로 그들은 나의 영광을 상속할 수
없나니, 대저 나의 집은 질서의 집인
까닭이니라. 주하나님이이르노라.

19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
게 이르노니, 만일 어느 남자가 나의

12ㄱ 요 14:6.
13ㄱ 3니 27:10~11.
15ㄱ 안내결혼, 결혼하다.
16ㄱ 마 22:23~33; 

막 12:18~25; 
눅 20:27~36.

ㄴ 안내천사.



말 곧 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
고 ㄱ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으로 말미
암아 아내를 맞이하고 그것이 내가
지명하여이권능과이신권의 ㄴ열쇠
를지니게한기름부음받은자로말
미암아 ㄷ약속의 성령에 의해 그들에
게 ㄹ인봉되면, 또 그들에게 이르기
를－너희는첫째부활에나아올지니
라. 만일 첫째 부활 후이거든, 그 다
음 부활에 나아올지니라. 그리하여
ㅁ왕위와 왕국과 통치권과 권세와 주
권과 모든 높음과 깊음을 상속할지
니라－하는 말을 듣게 되면, 그때 어
린양의 ㅂ생명책에그는무죄한피를
흘리는 살인을 범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라 기록될 것이요, 만일 너희가
나의 성약에 거하고 무죄한 피를 흘
리는 살인을 범하지 아니하면, 나의
종이 그들에게 부여한 것은 무엇이
든지 다 현세에서나 모든 영원을 통
하여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요, 또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완전한 효
력이 있어, 그 곳에 배치된 천사들과
신들 곁을 지나가서 그들의 머리에
인봉된대로온갖일에서그들의 ㅅ승
영과 영광에 이르리니, 그 영광은 영
원무궁하도록자손이충만하고계속
되는것이니라.

20 그때에 그들은 신이 되리니, 이
는 그들에게 끝이 없음이라. 그러므
로 그들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
리니, 이는 그들이 계속됨이라. 그때
그들은 만물 위에 있으리니, 이는 만
물이 그들에게 복종함이라. 그때 그
들은 ㄱ신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ㄴ모
든 권능을 가졌고 또 천사들이 그들
에게복종함이라.

21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나의 ㄱ율법을지키
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 영광에 이를
수없느니라.

22 무릇 ㄱ생명들의 승영과 계속으
로 인도하는 문은 ㄴ좁고 그 ㄷ길이 협
착하여 그것을 찾는 이가 적나니, 이
는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나를알지도못함이니라.

23 그러나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
를 영접하면, 그때에 너희는 나를 알
게될것이요, 너희승영을받게되리
니, 내가 ㄱ있는 곳에 너희도 또한 있
게되리라.

24 ㄱ영생은이것이니, 곧유일하게
지혜로우시고 참된 하나님과 그가
ㄴ보내신자예수그리스도를아는것
이니라. 내가 바로 그니라. 그러므로
너희는나의율법을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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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ㄱ 안내결혼, 결혼하다－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

ㄴ 안내열쇠, 신권의.
ㄷ 교성 76:52~53; 88:3~4.
ㄹ 안내인봉하다, 인봉.
ㅁ 출 19:5~6; 

계 5:10; 20:6; 
교성 76:56; 78:15, 18.

ㅂ 안내생명책.

ㅅ 안내승영.
20ㄱ 마 25:21; 

교성 29:12~13; 132:37.
안내사람, 사람들－
사람, 하늘 아버지처럼
될 잠재성.

ㄴ 교성 50:26~29;
76:94~95; 84:35~39.

21ㄱ 안내율법.
22ㄱ 교성 132:30~31.

ㄴ 눅 13:24; 
니후 33:9; 
힐 3:29~30.

ㄷ 마 7:13~14, 23; 
니후 9:41; 31:17~21.

23ㄱ 요 14:2~3.
24ㄱ 요 17:3. 

안내영생.
ㄴ 요 3:16~17; 

교성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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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ㄱ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ㄴ크
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
가 많나니, 이는 그들이 나를 ㄷ영접
하지 아니하고 나의 율법에 거하지
도아니함이니라.

26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어느 남자가 나의 말
에 따라 아내를 맞이하고 그들이 나
의지명에따라 ㄱ약속의성령에의해
인봉되고 나서 그 남자 또는 그 여자
가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의 어떠한
죄나 범법을 무엇이든지 범하고 모
든 종류의 모독하는 죄를 범하되, 만
일무죄한피를흘리는살인을 ㄴ범하
지 아니하면, 그래도 그들은 첫째 부
활에 나아와 그들의 승영에 들어가
리라. 그러나 그들은 육으로는 멸망
당하여 구속의 날에 이르기까지 ㄷ사
탄의매질에 ㄹ넘겨지리라. 주하나님
이이르노라.

27 이 세상에서나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ㄱ용서받지못할성신을거스
리는 ㄴ모독은 너희가 나의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받은 후에 무죄한 피
를 흘리고 나의 죽음에 동의하는 살
인을 범하는 것이니라. 주 하나님이
이르노라.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나의 영광에
들어 올 수 없고 도리어 ㄷ정죄를 받

으리라. 주가이르노라.
28 나는 주 네 하나님이니, 세상이

있기 전에 나와 내 아버지에 의하여
정하여진 대로 나의 성신권의 율법
을네게주리라.

29 ㄱ아브라함은그가받은것은무
엇이든지 모든 것을 계시와 계명에
의해, 나의 말에 의하여 받았고 자기
의 승영에 들어가 자기 보좌에 앉았
느니라. 주가이르노라.

30 아브라함은 자기 씨와 자기 허
리의 열매에 대한 ㄱ약속을 받았나
니－너 곧 나의 종 조셉은 그의 ㄴ허
리에서났느니라－그들이이세상에
있는 한 그들은 계속되리라. 아브라
함과 그의 씨에 관하여 말하건대 그
들은 이 세상 밖에서도 계속되리니,
이 세상에서와 이 세상 밖에서 그들
은 ㄷ별처럼 셀 수 없이 계속되리라.
또는 설혹 바닷가 모래알을 너희가
셀 수 있을지언정 그들을 셀 수는 없
으리라.

31 이 약속은 또한 너희 것이기도
하니, 이는너희가 ㄱ아브라함의후손
이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맺어
졌음이라. 그리고 이 율법으로 말미
암아 나의 아버지의 일이 계속되고,
이로써 아버지는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25ㄱ 안내사망, 영적.
ㄴ 마 7:13~14; 

3니 14:13~15.
ㄷ 요 5:43.

26ㄱ 안내약속의 성령.
ㄴ 앨 39:5~6.
ㄷ 안내악마.
ㄹ 교성 82:21; 104:9~10.

27ㄱ 마 21:31~32; 

히 6:4~6; 
교성 76:31~35. 
안내멸망의 자식들.

ㄴ 안내신성을 모독하다,
신성모독; 용서 받지
못할 죄.

ㄷ 안내정죄.
29ㄱ 안내아브라함.
30ㄱ 창 12:1~3; 13:16. 

안내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성약.

ㄴ 니후 3:6~16.
ㄷ 창 15:5; 22:17.

31ㄱ 교성 86:8~11; 110:12.



32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브라
함의 ㄱ일을 하라. 너희는 나의 율법
에 들어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
을얻으리라.

33 그러나 너희가 나의 율법에 들
어오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아버
지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것 곧
나의 아버지의 약속을 받을 수 없느
니라.

34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ㄱ명
하시매, ㄴ사라가 ㄷ하갈을 아브라함
에게 아내로 주었느니라. 어찌하여
사라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는 이
것이 율법이었음이라. 그리고 하갈
에게서 많은 백성이 났으니, 그러므
로 이것은 다른 것들과 함께 약속들
을이루는것이었느니라.

35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ㄱ정죄 아
래 놓였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니라. 이는나주가그
일을명하였음이니라.

36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ㄱ이삭을
바치라는 ㄴ명을 받았도다. 그러할지
라도 기록되었으되, ㄷ살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
절하지 아니하였고 이것이 그에게
ㄹ의로헤아려졌느니라.

37 아브라함은 ㄱ첩들을 받았고 이

들이 그에게 자녀를 낳으매, 이것이
그에게 의로 헤아려졌나니, 이는 이
들이 그에게 주어졌고 그는 나의 율
법에 거한 까닭이라. 그와 같이 또한
이삭과 ㄴ야곱도명함을받은일외에
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
에 그들이 명함을 받은 일 외에는 아
무 일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
은약속에따라그들의 ㄷ승영에들어
가 보좌에 앉았으니, 천사가 아니요
신이니라.

38 ㄱ다윗 또한 ㄴ많은 처와 첩들을
받았고 또한 나의 종 솔로몬과 모세
도 그러하였으며 창조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나의 다른 많은 종
들도 그와 같았거니와, 그들이 내게
서 받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들이죄를범한일이없느니라.

39 다윗의 처들과 첩들은 나의 종
나단과그리고이권능의 ㄱ열쇠를지
녔던 다른 선지자들의 손으로 나로
말미암아그에게 ㄴ주어졌고, 이일들
에 그가 나를 거스려 죄를 범한 일이
하나도없으되, 다만 ㄷ우리아와그의
아내의 경우뿐이니, 그러므로 그는
자기 승영에서 떨어져 자기 몫을 받
았고 이 세상 밖에서는 그들을 상속
받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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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ㄱ 요 8:39; 
앨 5:22~24.

34ㄱ 창 16:1~3.
ㄴ 안내사라.
ㄷ 창 25:12~18. 

안내하갈.
35ㄱ 야곱 2:24~30.
36ㄱ 안내이삭.

ㄴ 창 22:2~12.
ㄷ 출 20:13.

ㄹ 야곱 4:5. 
안내의로운, 의로움.

37ㄱ 설명 다른 아내들. 
창 25:5~6.

ㄴ 창 30:1~4; 
교성 133:55. 
안내야곱, 이삭의 아들.

ㄷ 안내승영; 사람,
사람들－사람, 하늘
아버지처럼 될 잠재성.

38ㄱ 안내다윗.
ㄴ 삼상 25:42~43; 

삼하 5:13; 
왕상 11:1~3.

39ㄱ 안내열쇠, 신권의.
ㄴ 삼하 12:7~8.
ㄷ 삼하 11:4, 27; 12:9;

왕상 15:5. 
안내간음; 살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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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자에게 ㄹ주었음이니라. 주가이르
노라.

40 나는주네하나님이라. 나는너
나의 종 조셉에게 한 임무를 지명하
였고, 만물을 ㄱ회복하노라. 네가 원
하는 바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의 말
에따라네게주어지리라.

41 그리고 네가 간음에 대하여 물
었으므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만일 어느 사람이 새롭고
도 영원한 성약 안에서 아내를 맞이
하였는데, 만일 그 여인이 다른 남자
와 함께 하고 내가 거룩한 기름 부음
으로 그 여인에게 정하여 주지 아니
하였으면, 그 여인은 간음을 범하였
고멸망당하리라.

42 만일 그 여인이 새롭고도 영원
한 성약 안에 있지 아니하더라도 다
른 남자와 함께 하였으면, 그 여인은
ㄱ간음을범하였느니라.

43 그리고 만일 그 여인의 남편이
다른여인과함께하였고남편이 ㄱ서
약 아래 있었으면, 그는 자기 서약을
깨뜨렸고간음을범하였느니라.

44 그리고 만일 그 여인이 간음을
범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무죄하
며 자기 서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였
고, 이를 알고 있으며 내가 이를 너
나의 종 조셉에게 나타내면, 그리하
면 너는 나의 성 신권의 권능으로써
그 여인을 취하여 간음을 범하지 않

고 ㄱ충실하여 온 자에게 줄 권능을
갖게되리라. 이는그가많은것을다
스리는자가될것임이니라.

45 이는내가네게신권의 ㄱ열쇠와
권능을 부여하였음이니, 이로써 나
는만물을 ㄴ회복하며때가되면모든
것을네게알게하노라.

46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
게 이르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지 ㄱ인봉하면 하늘에서도 인봉될 것
이요, 네가 나의 이름과 나의 말로써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영원히 매이리라. 주가 이르노라. 그
리고누구의죄든지네가땅에서 ㄴ용
서하면, 하늘에서 영원히 용서될 것
이요, 누구의 죄든지 네가 땅에서 그
대로 두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있으
리라.

47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이르노
니, 누구든지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요, 누구든지 네가
저주하는자를내가 ㄱ저주하리라. 주
가이르노라. 이는나주가네하나님
이됨이니라.

48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 나
의 종 조셉에게 이르노니, 네가 나의
말로써 그리고 나의 율법에 따라, 땅
에서 무엇을 주든지, 땅에서 어느 사
람을 누구에게 주든지, 이는 저주가
아닌 축복과 나의 권능으로 응답되
고, 땅에서나 하늘에서도 정죄 받지

39ㄹ 렘 8:10.
40ㄱ 조역 1:33. 

안내복음의 회복.
42ㄱ 교성 42:22~26.
43ㄱ 안내성약; 결혼,

결혼하다.

44ㄱ 안내순결.
45ㄱ 안내열쇠, 신권의.

ㄴ 행 3:21; 
교성 86:10. 
안내복음의 회복.

46ㄱ 안내인봉하다, 인봉.

ㄴ 안내죄 사함.
47ㄱ 창 12:1~3; 

교성 124:93.



아니하리라. 주가이르노라.
49 무릇나는주네하나님이요, 참

으로세상 ㄱ끝날까지와모든영원을
통하여 너와 함께 있으리니, 이는 진
실로 내가 네게 네 ㄴ승영을 ㄷ인봉하
고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를 위
하여네 ㄹ조상아브라함과함께있을
보좌를예비하리라.

50 보라, 내가 네 ㄱ희생을 보았으
니, 네 모든 죄를 용서하리라. 내가
네게 말한 것에 순종하기 위해 바친
네 희생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므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아브라함이 자
기아들이삭을헌물로바침을 ㄴ받아
들인것같이네가피할길을내리라.

51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거니와,
내가 네게 준 나의 여종 곧 네 아내
에머 스미스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
노니, 그녀는 스스로 억제하고 내가
네게 명하여 그녀에게 주게 한 것을
취하지말라. 주가이르노라. 이는내
가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같이 너희
모두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리고 성
약과 희생으로써 헌물을 내가 너희
손에요구하려고그리하였음이니라.

52 그리고나의여종 ㄱ에머스미스
는 나의 종 조셉에게 주어진 사람으
로서 내 앞에서 유덕하고 순결한 자
모두를 받아들이라. 순결하지 아니
하면서 순결하다 말한 자들은 멸망
당하리라. 주하나님이이르노라.

53 이는 내가 주 네 하나님이 됨이
요, 너희는 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할
것임이니라. 그리고 나는 나의 종 조
셉으로 하여금 많은 것을 다스리는
자가되게하리니, 이는그가적은것
에 ㄱ충실하였음이라. 이제부터 내가
그를강하게하리라.

54 그리고 내가 나의 여종 에머 스
미스에게 명하노니, 나의 종 조셉과
거하며 결합하고 다른 아무와도 말
라. 그러나만일그여인이이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여인은 멸망당
하리라. 주가이르노라. 이는내가주
네 하나님인즉, 만일 그 여인이 나의
율법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여인을
멸망시킬것임이니라.

55 그러나 만일 그 여인이 이 계명
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면, 나의 종
조셉은 자신이 말한 대로 그 여인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할지니라. 그리
하면 나는 그를 축복하고 그를 번성
하게 하리니, 이 세상에서는 그에게
아버지들과 어머니들, 형제들과 자
매들, 집들과 토지들, 아내들과 자식
들을 ㄱ백 배로 줄 것이요, 또 영원한
세상에서는 ㄴ영생의 면류관들을 주
리라.

56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이르노
니, 나의여종은나의종조셉이저지
른과실을 ㄱ용서할지어다. 그러고나
면 그 여인은 나를 거스려 범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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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ㄱ 마 28:20.
ㄴ 교성 5:22. 

안내부름과 택함.
ㄷ 교성 68:12.
ㄹ 창 17:1~8; 

니후 8:2.

50ㄱ 안내희생.
ㄴ 창 22:10~14; 

교성 97:8.
52ㄱ 안내스미스, 에머 헤일.
53ㄱ 마 25:21; 

교성 52:13.

55ㄱ 막 10:28~31.
ㄴ 안내가족－영원한 가족;

영생.
56ㄱ 안내용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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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실을 용서 받게 될 것이요, 또
나 주 네 하나님이 그 여인을 축복하
고그여인을번성하게할것이요, 그
여인으로하여금마음으로기뻐하게
하리라.

57 그리고또, 내가이르노니, 나의
종 조셉은 자기 재산을 자기 손에서
내어놓지 말지어다. 내어놓으면, 두
렵건대 원수가 와서 그를 멸망시킬
까 하노라. 이는 사탄이 멸망시키려
ㄱ노리고 있음이라. 이는 내가 주 네
하나님이요 그는 나의 종임이니, 보
라, 또 바라보라, 내가 네 조상 아브
라함과 함께 있었던 것같이 그와 함
께 있어, 참으로 그의 ㄴ승영과 영광
에이르게하리라.

58 이제, ㄱ신권의 율법에 관하여
말하건대, 이에 관한 것들이 많이 있
느니라.

59 진실로, 만일 어느 사람이 ㄱ아
론과 같이 나 자신의 음성으로써 또
나를 보내신 이의 음성으로써 나의
아버지께 부르심을 받고 또 내가 이
신권 권능의 ㄴ열쇠를 그에게 부여하
였으면, 만일 그가 나의 이름으로 그
리고 나의 율법에 따라 그리고 나의
말로 인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면, 그
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되지 아니할 것
이요, 나는그를의롭다하리라.

60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종 조셉
을 비난하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그

를의롭다할것임이니, 이는그의범
법에 대하여 내가 그의 손에 요구하
는 희생을 그가 행할 것임이니라. 주
너희하나님이이르노라.

61 그리고 또, 신권의 율법에 관하
여 이르노니, 만일 어느 남자가 한
ㄱ처녀를 맞아들이고 또 다른 ㄴ이를
맞아들이기 원하여 첫째가 이를 승
낙하여 그가 둘째를 맞아들이고, 그
들이 처녀요 다른 아무 남자에게도
서약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의
롭다 함을 얻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주어졌은즉, 그는 간음을 범할 수 없
나니, 이는 자기에게 속하고 다른 아
무에게도 속하지 아니한 자와는 간
음을범할수없음이니라.

62 그리고 이 율법으로 그에게 열
처녀가 주어져도 그는 간음을 범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속하
여 있음이요, 또 그들은 그에게 주어
졌음이라. 그러므로 그는 의롭다 함
을얻느니라.

63 그러나만일열처녀중한사람
또는 어느 누구든지 결혼한 후에 다
른남자와함께하면, 그여인은간음
을 범하였고 멸망당하리라. 이는 그
들이나의계명에따라 ㄱ번성하여땅
을 채우기 위하여, 그리고 창세 이전
에 나의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을 이
루기 위하여, 그리고 영원한 세상에
서 그들의 승영을 위하여, 그리하여

57ㄱ 마 10:28.
ㄴ 안내승영.

58ㄱ 교성 84:19~26. 
안내신권.

59ㄱ 히 5:4. 
안내아론, 모세의 형제.

ㄴ 안내열쇠, 신권의.
61ㄱ 안내동정.

ㄴ 공식선언－1. 
안내결혼, 결혼하다－
복수 결혼.

63ㄱ 창 1:26~28; 

야곱 2:30.



그들로 사람의 영혼을 낳게 하려고
그에게 주어졌음이니라. 무릇 이로
써나의아버지의 ㄴ일이계속되어아
버지께서영광을받게되시느니라.

64 그리고 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어느 사람
에게 아내가 있는데, 이 권능의 열쇠
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일들에 관한
나의 신권의 율법을 아내에게 가르
치면, 그 아내는 믿고 그를 받들어야
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그 여인은
멸망당하리라. 주 너희 하나님이 이
르노라. 이는내가그여인을멸할것
임이니, 이는 내가 나의 율법을 받아
들이고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자 위에
나의이름을영화롭게할것임이라.

65 그러므로 만일 그 아내가 이 율

법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사람
은 나 주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주게
될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이는
것이 내게 합당하도다. 이는 그 여인
이 믿지 아니하고 나의 말에 따라 그
를 받들지 아니한 까닭이니라. 이에
그 여인은 범법자가 되고 그에게는
사라의 법이 면제되나니, 사라는 내
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아내로 취
하라 명하였을 때 율법에 따라 아브
라함을받들었느니라.

66 그리고 이제, 이 율법에 관하여
말하건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후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네게 계시하리라. 그러므로 지금은
이것으로 족하도다. 보라, 나는 알파
와오메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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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ㄴ 모세 1:39.

올 것임. 36~40, 복음은 조셉 스미스
를 통하여 회복되었고, 온 세상에 전
파될 것임. 41~51, 주께서 악인에게
복수하러 내려오실 것임. 52~56, 그
것은그의구속받은자의해가될것
임. 57~74, 복음은 성도를 구원하고
악인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보내어

1~6, 성도들은 재림에 대비하도록
명하심을 받음. 7~16, 모든 사람은
바벨론에서 도망하고, 시온에 와서
주의 큰 날을 대비하도록 명하심을
받음. 17~35, 그는시온산에서실것
이며여러대륙은한땅이될것이요,
이스라엘의잃어버린지파들이돌아

제 133 편

1831년 11월 3일오하이오주하이럼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를통하여주신
계시(교회사 1:229~234). 이 계시의 서문으로 선지자는 기록하기를“이때에
땅의주민들에게복음을전파하는일에대하여또집합에관하여장로들이알
기 원하는 것이 많았다. 그래서 참빛으로써 걸으며 높은 곳에서 오는 가르침
을받기위하여1831년11월3일나는주께물었고다음과같은중요한계시를
받았다”(교회사 1:229)고 하였다. 이 편은 처음에는 부록으로서 교리와 성약
의책에추가되었고, 후에편의번호가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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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것임.

들으라. 오 너희, 나의 교회의 백
성들아, 주 너희 하나님이 이

르노니, 너희에 관한 주의 말을 들으
라－

2 그는 홀연히 자기 성전에 ㄱ올 주
니, 저주를 가지고 ㄴ심판하러 세상
에, 참으로 하나님을 잊는 모든 나라
위에, 그리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자 위에 내려
올주니라.

3 이는 그가 모든 나라가 보는 가
운데그의거룩한팔을 ㄱ드러낼것임
이니, 모든 땅 끝이 그들의 하나님의
ㄴ구원을보리라.

4 그런즉 오 나의 백성들아, 너희
는 예비하라. 너희는 예비하라. 스스
로를 성결하게 하라. 오 너희, 나의
교회의 백성들아, 머물도록 명을 받
지 아니한 너희 모두는 시온 땅에 함
께모이라.

5 너희는ㄱ바벨론에서나가라. 주의
기구를매는너희여ㄴ깨끗할지어다.

6 너희성회를소집하고자주서로
ㄱ이야기하라. 그리고모든자는주의
이름을부를지어다.

7 그러하도다. 진실로내가너희에
게 거듭 이르노니, 주의 음성이 너희
에게 임하는 때가 이르렀도다. 너희
는 바벨론에서 나가라. 너희는 나라
들가운데서, 하늘이끝에서저끝까
지ㄱ사방에서나와서ㄴ모이라.

8 나의교회의장로들을멀리떨어
져 있는 나라들로, 바다의 ㄱ섬들로
ㄴ보내라. 외국 땅으로 보내라. 모든
나라들에 호소하라. 먼저는 ㄷ이방인
에게요, 그다음은ㄹ유대인에게로다.

9 그리고 보라, 또 바라보라, 모든
백성들에게 고하는 그들의 외침과
주의 음성은 이러하리니, 너희는 시
온 땅으로 나아가라. 그리하여 내 백
성의 경계가 넓혀지게 하고, 또 시온
의 ㄱ스테이크들이강화되게하고, 또
ㄴ시온이 그 주변 지역으로 나아가게
하라.

10 그러하도다. 이 외침이 모든 백
성 가운데 나아가게 할지어다. 깨어
일어나 ㄱ신랑을 맞으러 나아가라.
보라 또 바라보라. 신랑이 오나니,
너희는 나가서 그를 맞이하라. 주의
ㄴ큰날을위하여너희스스로를예비
하라.

11 그러므로 ㄱ살피라. 이는너희가

133 2ㄱ 말 3:1; 교성 36:8.
ㄴ 교성 1:36. 

안내예수 그리스도－
심판자.

3ㄱ 사 52:10.
ㄴ 사 12:2; 52:10. 

안내구속의 계획; 구원.
5ㄱ 앨 5:57; 교성 1:16. 

안내바벨, 바벨론;
세상적인 것.

ㄴ 딤후 2:21; 3니 20:41;

교성 38:42. 
안내순수한, 순수.

6ㄱ 말 3:16~18.
7ㄱ 슥 2:6~7; 막 13:27.
ㄴ 교성 29:8.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집합.

8ㄱ 사 11:11; 니전 22:4;
니후 10:8, 20.

ㄴ 안내선교 사업.
ㄷ 안내이방인.

ㄹ 안내유대인.
9ㄱ 사 54:2. 

안내스테이크.
ㄴ 안내시온.

10ㄱ 마 25:6; 
교성 33:17~18;
45:54~59. 
안내신랑.

ㄴ 교성 1:12~14.
11ㄱ 막 13:32~37; 

조마 1:46, 48.



그날이나그시를ㄴ알지못함이니라.
12 그러므로 이방인 ㄱ가운데 있는

자들은ㄴ시온으로도망할지어다.
13 ㄱ유다에 속한 자들은 ㄴ예루살

렘으로, 주의 ㄷ전의 ㄹ산들로 도망할
지어다.

14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서, 참으
로 바벨론에서, 영적 바벨론인 사악
함가운데서나가라.

15 그러나 진실로 이같이 주가 이
르노라. 너희는 ㄱ황급히도망하지말
며 너희 앞에 모든 일이 준비되게 할
지어다. 그리고가는자는 ㄴ뒤돌아보
지 말지어다. 두렵건대 갑작스런 멸
망이그에게임할까하노라.

16 오 너희, 땅의 주민들아, 귀 기
울여 들으라. 너희 나의 교회의 장로
들아, 함께 ㄱ경청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라. 이는 그가 모든 사람을 부르
며어디에있든지모든사람에게 ㄴ회
개하기를명함이니라.

17 보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천사
를 ㄱ보내사, 하늘가운데를지나가며
외치게 하셨음이니, 이르기를, 너희
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ㄴ곧게 하라. 이는 그의 ㄷ오시는 시각

이가까움이라－
18 그때 ㄱ어린 양이 ㄴ시온 산 위에

설 것이요, 그와 함께 그들의 이마에
그의아버지의이름을쓴 ㄷ십사만사
천이서리라.

19 그런즉 너희는 ㄱ신랑이 ㄴ올 때
를위하여예비하라. 너희는가라. 가
서그를맞으라.

20 보라, 이는 그가 감람 산 위에,
그리고광대한바다곧큰깊음위에,
그리고 바다의 섬들 위에, 그리고 시
온땅위에ㄱ설것임이니라.

21 그리고그가 ㄱ시온에서자기음
성을 ㄴ발할것이요, 또예루살렘에서
말씀하리니, 그의 음성은 모든 백성
가운데들리리라.

22 그리고그음성은많은 ㄱ물소리
같고, 큰 ㄴ번개 소리 같은 음성이리
니, ㄷ산들을 허물어뜨릴 것이요, 골
짜기들은찾아볼수없게되리라.

23 그가 큰 깊음을 명하리니, 그것
은 북방 나라들로 물러가게 될 것이
요, ㄱ섬들은한땅이되리라.

24 그리고 ㄱ예루살렘땅과시온땅
은 본래의 자기 자리로 되돌아 갈 것
이요, 땅은 ㄴ나뉘기 전 시대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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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ㄴ 교성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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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안내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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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사 2:1~3; 겔 38:8.

15ㄱ 사 52:10~12; 
교성 58:56.

ㄴ 창 19:1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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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ㄱ 교성 13:1; 27:7~8;
88:92.

ㄴ 사 40:3~5.
ㄷ 말 3:1.

18ㄱ 계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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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교성 84:2.
ㄷ 계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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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마 25:1~13; 

교성 33:17~18; 88:92.
안내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20ㄱ 슥 14:4; 교성 45:48~53.
21ㄱ 사 2:2~4.

ㄴ 욜 3:16; 암 1:2.
22ㄱ 겔 43:2; 계 1:15; 

교성 110:3.
ㄴ 시 77:18; 계 14:2.
ㄷ 삿 5:5; 사 40:4; 64:1; 

계 16:20; 
교성 49:23; 109:74.

23ㄱ 계 6:14.
24ㄱ 안내예루살렘.

ㄴ 창 10:25. 
안내지구－땅이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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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리라.
25 그리하여주, 곧구주는자기백

성 가운데 설 것이요, 모든 육체를
ㄱ다스리리라.

26 그리고 ㄱ북방나라들에있는자
들은 주 앞에 기억된 바 될 것이요,
그들의 선지자들은 그의 음성을 듣
고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바위를 칠 것이요, 얼음은 그
들의면전에서흘러내리리라.

27 또 ㄱ대로가 큰 깊음 가운데 만
들어지리라.

28 그들의 원수들은 그들에게 먹
이가되리라.

29 그리고 ㄱ불모의 사막에서 생수
의못이솟아나겠고메마른토지가다
시는목마른땅이되지아니하리라.

30 그리고 그들은 나의 종들 곧
ㄱ에브라임의 자손들에게 그들의 풍
부한보화를가져오리라.

31 그리고 영원한 ㄱ산들의 경계는
그들앞에서요동하리라.

32 그리고 그 곳에서, 곧 시온에서
그들은 엎드려, 주의 종들 곧 에브라
임의 자손들의 손에 의해 영광으로
관을쓰게되리라.

33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기쁨의

ㄱ노래로충만하게되리라.
34 보라, 이것은이스라엘 ㄱ지파들

위에 내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
복이요, ㄴ에브라임의머리와그의이
웃들의 머리 위에 내리는 더욱 풍성
한축복이니라.

35 그리고또한 ㄱ유다지파에속한
자들도 그들의 고통 후에 주의 앞에
서 ㄴ거룩함중에성결하게되어그의
면전에서밤낮으로영원무궁토록거
하게되리라.

36 그리고이제, 오땅의주민들아,
진실로 주가 이르노니, 이러한 일들
을 너희 가운데 알게 하려고 내가 나
의 ㄱ천사를 보내어 영원한 ㄴ복음을
가지고 하늘 가운데를 날아가게 하
였나니, 그는 어떤 이들에게는 이미
나타나 그것을 사람에게 맡겼고 또
장차 땅에 거하는 많은 자에게 나타
나리라.

37 그리고 이 ㄱ복음은 ㄴ모든 나라
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ㄷ전파되
리라.

38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나아
가서 큰 소리로 이르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각이 이르렀

25ㄱ 안내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천년의
통치.

26ㄱ 렘 16:14~15; 
교성 110:11.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열 지파.

27ㄱ 사 11:15~16; 
니후 21:16.

29ㄱ 사 35:6~7.

30ㄱ 슥 10:7~12. 
안내에브라임－
에브라임 지파.

31ㄱ 창 49:26.
33ㄱ 사 35:10; 51:11; 

교성 66:11.
34ㄱ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ㄴ 창 48:14~20; 

대상 5:1~2; 
이더 13:7~10.

35ㄱ 안내유다－유다 지파.
ㄴ 안내거룩함.

36ㄱ 계 14:6~7; 
교성 20:5~12.

ㄴ 안내복음의 회복.
37ㄱ 안내복음.

ㄴ 교성 42:58.
ㄷ 안내선교 사업;

전파하다.



음이니,
39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

원을 만드신 이를 ㄱ경배하라 하리
라－

40 또 밤낮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
아뢰기를, 오, 원컨대주는여러하늘
을 ㄱ가르고강림하사산들이주의면
전에서흘러내리게하소서하리라.

41 그리하면 그 일이 그들의 머리
위에 응답되리니, 이는 주의 임재하
심이 타서 녹이는 불과 같고 물을
ㄱ끓게하는불과같음이라.

42 오 주여, 당신께서 강림하사 당
신의 대적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
게 하시리니, 모든 나라가 당신의 면
전에서떨겠나이다－

43 당신께서 두려운 일들, 그들이
예기하지못한일들을행하실때에,

44 참으로, 당신께서 강림하시고
산들이 당신의 면전에서 흘러내릴
때에, 당신은 의를 기뻐하며 의를 행
하는 자, 당신의 길에서 당신을 기억
하는자를당신께서ㄱ만나시리이다.

45 오 하나님이시여, 대저 당신께
서 당신을 ㄱ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얼
마나 큰 일을 ㄴ예비해 두셨는지 세상
이시작된이래로당신외에는어떠한
사람도귀로듣거나깨닫지못하였사
오며눈으로본자도없었나이다.

46 그리고 이 같은 말을 들으리니,

곧 물들인 옷을 입고 하늘에 계신 하
나님에게서 ㄱ내려오는 이가 누구냐?
참으로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오며
영화로운 의복을 입고 그의 큰 능력
으로걷는이가ㄴ누구냐?

47 그러면 그가 이르기를, 나는 의
로써 말한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
니라하리라.

48 그리고 주는 그 의복이 ㄱ붉을
것이요, 그의 옷은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같으리라.

49 그리고 그의 임재하심의 영광
이심히클것이므로 ㄱ해가부끄러워
그얼굴을가릴것이요, 달이그빛을
거둘 것이요, 별들이 그 자리에서 내
던져지리라.

50 그리고 그의 음성이 들리리니,
곧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ㄱ밟았고
모든 백성에게 심판을 가져 왔나니,
나와함께한자가하나도없었도다.

51 또 나는 노하여 그들을 짓밟았
고 분노 중에 그들을 밟았으며, 그들
의 피를 내 옷에 ㄱ뿌려 내 의복을 다
더럽혔나니, 이는 이 날이 나의 마음
에있던원수갚는날이었음이니라.

52 또 이제 나의 구속함을 받은 자
의 해가 왔으니, 그들은 자기들의 주
의 사랑의 친절과, 그의 선하심을 따
라, 또그의사랑의친절을따라그가
그들에게 베푼 모든 것을 영원무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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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록이야기하리라.
53 그들의 모든 ㄱ고난으로 그가 고

난을 받았도다. 그리고 그의 면전에
있는천사가그들을구원하였으며, 그
의ㄴ사랑과긍휼로그가그들을ㄷ구속
하였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업어
주었고그들을안고다녔느니라.

54 뿐만아니라또한 ㄱ에녹과그리
고그와함께있던자들, 에녹이전에
있던선지자들, 또한 ㄴ노아와그리고
노아 이전에 있던 자들, 또한 ㄷ모세
와그리고모세이전에있던자들,

55 그리고 모세로부터 엘리야까지
또 엘리야로부터 요한까지, 이들은
그리스도가 ㄱ부활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으며, 그리고 거룩한 사도
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
께어린양의면전에있으리라.

56 그리고 ㄱ성도들의 ㄴ무덤이 ㄷ열
릴 것이요, 그들이 나아와 어린 양의
ㄹ우편에 서리니, 그때에 그는 ㅁ시온
산 위에, 또 거룩한 성 ㅂ새 예루살렘
위에 설 것이요, 그들은 밤낮으로 영
원무궁토록ㅅ어린양의ㅇ노래를부르
리라.

57 또 사람들로 하여금 장차 나타

나게될 ㄱ여러영광의참여자가되게
하려는 이 이유로 인하여 주가 그의
ㄴ복음의충만함, 그의영원한성약을
보내어분명하고간결하게설명하게
하였나니－

58 이는 연약한 자를 준비시켜 그
들로 하여금 땅 위에 임할 일들에 대
비하게 하고 ㄱ연약한 자가 지혜로운
자를당황하게하고 ㄴ작은자가강한
나라가 되고 ㄷ두 사람이 수만 명을
도망하게 할 그 날에 주의 심부름을
하게하려함이니라.

59 그리고 땅의 연약한 것들을 들
어, 주가 자기 영의 권능으로써 나라
들을 ㄱ타작하리라.

60 이 까닭에 이 계명들이 주어졌
나니, 주어진 그 날에는 세상에 알리
지 말도록 명령 받았으나, 이제는
ㄱ모든육체에게ㄴ나아가야하나니－

61 이는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주
의생각과뜻에따른것이니라.

62 그리고주앞에서 ㄱ회개하고자
신을 ㄴ성결하게 하는 자에게는 ㄷ영
생이주어지리라.

63 그리고주의음성을 ㄱ듣지아니
하는 자들에게는 선지자 모세가 기

53ㄱ 사 63:4~9.
ㄴ 안내자애.
ㄷ 안내구속하다,

구속받은, 구속.
54ㄱ 안내에녹.

ㄴ 안내노아, 성경의 족장.
ㄷ 안내모세.

55ㄱ 안내부활.
56ㄱ 안내성도.

ㄴ 교성 29:13.
ㄷ 교성 45:45~46;

88:96~97.
ㄹ 마 25:33~34.

ㅁ 사 24:23; 
계 14:1; 
교성 76:66; 84:2,
98~102.

ㅂ 안내새 예루살렘.
ㅅ 안내하나님의 어린 양.
ㅇ 계 15:3; 

교성 84:98~102.
57ㄱ 안내영광의 등급.

ㄴ 안내복음.
58ㄱ 마 11:25; 

고전 1:27; 
앨 32:23; 37:6~7.

ㄴ 사 60:22.
ㄷ 신 32:29~30.

59ㄱ 미 4:11~13.
60ㄱ 교성 1:2.

ㄴ 교성 104:58~59.
62ㄱ 안내회개하다, 회개.

ㄴ 교성 88:74. 
안내성결하게 됨.

ㄷ 안내영생.
63ㄱ 안내귀를 기울이다.



록한 것, 곧 그들이 백성 가운데서
ㄴ끊어지리라한것이이루어지리라.

64 그리고 또한 선지자 ㄱ말라기가
기록한 바, 이는 보라, 가마솥같이
ㄴ타는 ㄷ날이 이르리니, 참으로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하게 행하는 자들이
다 그루터기가 될 것이라. 만군의 주
가 이르노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불태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
할것이라.

65 그런즉 이것이 그들에게 주는
주의응답이되리라.

66 내가 나의 백성에게 온 그 날에
너희 가운데 아무도 나를 ㄱ영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내어쫓겼느
니라.

67 내가 또다시 불렀을 때 너희 가
운데 대답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느
니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구속하지
못할 만큼 내 ㄱ팔이 전혀 짧아지지
아니하였으며, 건질 ㄴ능력이 없어지
지아니하였느니라.

68 보라, 내가 내 꾸짖음으로 바다
를 ㄱ마르게 하느니라. 내가 강들로

광야가 되게 하나니, 그 곳의 물고기
가 악취를 발하며 갈증으로 인하여
죽느니라.

69 내가흑암으로하늘들을입히며
굵은베로그들의덮개를삼느니라.

70 그리고너희는 ㄱ이를내손에서
받게 되리니－너희가 슬픔 가운데
누우리라.

71 보라, 또바라보라, 너희를건질
자는 아무도 없나니, 이는 내가 여러
하늘에서 너희를 불렀을 때에 너희
가 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
고, 너희가 나의 종들을 믿지 아니하
였으며, 그들이 너희에게 ㄱ파송되었
을 때 너희가 그들을 영접하지 아니
하였음이니라.

72 그런즉 그들은 증거를 ㄱ인봉하
였고 율법을 싸매었으며, 너희는 어
둠에넘기웠느니라.

73 이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떠나
가거기서 ㄱ울며애곡하며이를갊이
있으리라.

74 보라, 주너희하나님이이를말
하였느니라. 아멘.

340교리와 성약 133:64~74

63ㄴ 행 3:22~23; 
니전 22:20~21; 
3니 20:23; 21:11; 
교성 1:14; 
조역 1:40.

64ㄱ 말 4:1. 안내말라기.
ㄴ 사 66:15~16; 

니전 22:15; 

3니 25:1; 
교성 29:9; 64:24. 
안내지구－지구가
깨끗하게 됨.

ㄷ 조역 1:36~37.
66ㄱ 요 1:11.
67ㄱ 니후 28:32.

ㄴ 사 50:2; 니후 7:2.

68ㄱ 출 14:21; 수 3:14~17.
70ㄱ 사 50:11.
71ㄱ 대하 36:15~16; 

렘 44:4~5.
72ㄱ 사 8:16~20.
73ㄱ 마 8:11~12; 

눅 13:28; 교성 19:5. 
안내어둠, 영적; 지옥.

제 134 편

1835년 8월 17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개최된 교회의 총회에서 만장일
치의 동의로 채택된 정부 및 일반 법률에 관한 신조의 선언문(교회사
2:247~249). 이선언문이채택된때는교리와성약의초판에제시된내용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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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정부는 양심과 예배의 자유를
보호해야 함. 5~8, 모든 사람은 자신
들의 정부를 지지해야 하고 법률을
존중하고법률에복종해야함. 9~10,
종교 단체는 세속적 권력을 행사하
지 말아야 함. 11~12, 인간이 자신과
자신의재산을지킴은정당한일임.

우리는 ㄱ정부가 인간의 복리를
위하여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제정된 것임을 믿으며, 정부에 관련
된인간의행위, 즉사회의유익과안
전을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는일에대하여하나님께서인
간에게ㄴ책임을지우신줄로믿는다.

2 우리는그러한법률이각개인에
게 ㄱ양심의 ㄴ자유로운 행사, 재산의
소유권과 사용권 및 생명의 ㄷ보호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정되고 침범당
하는 일 없이 유지되지 아니하면, 어
떠한 정부도 평화롭게 존립할 수 없
는줄로믿는다.

3 우리는 모든 정부에는 그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ㄱ관리와 장관이 필연
적으로 필요하며, 법률을 공평과 정
의로집행할그러한자들은공화국의
경우에는 백성의 동의에 의하여, 그

렇지 않으면 주권자의 뜻에 의하여
찾아지고지지되어야함을믿는다.

4 우리는 종교가 하나님께로 말미
암아 제정된 것이며, 인간은 이의 실
천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을 지되,
그들의종교적의견이그들로하여금
타인의권리와자유를침해하게하지
않는 한, 다만 하나님께만 책임짐을
믿는다. 그러나인간의법률이 ㄱ예배
규칙을 정하는 데 간섭하여 이로써
인간의 양심을 속박하거나 일반 및
개인의 예배 형식을 지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아니하며, 행정
장관은 마땅히 범죄를 억제해야 할
것이나, 결코 사람의 양심을 지배해
서는 아니 되며, 마땅히 범죄 행위를
처벌해야 할 것이나, 결코 영혼의 자
유를억압해서는아니됨을믿는다.

5 우리는모든인간이자기의고유
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정부
의 법률로 보호받고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있는 자
신의 정부를 지지하고 받들 책임이
있으며, 또그와같은보호를받고있
는 각 시민의 치안 방해 및 ㄱ모반은
온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그런 경
우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하며, 모든

134 1ㄱ 교성 98:4~7; 
신개 1:12.

ㄴ 안내책임지다, 책임질
수 있는, 책임질 수 있음.

2ㄱ 안내양심.
ㄴ 안내선택의지.
ㄷ 교성 42:18~19.

3ㄱ 교성 98:8~10.

4ㄱ 앨 21:21~22; 신개 1:11.
안내예배.

5ㄱ 신개 1:12. 안내거역.

토하기 위하여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을 때였다. 그 당시 이 선언문에는 다음
과 같은 머리말이 실렸다. “세상의 정부 및 일반 법률에 관한 우리의 신조가
잘못 해석되거나 그릇 이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책의 끝부분에 그에
대한우리의의견을밝혀둠이타당한줄로생각하였다”(교회사2:247).



정부는 그들의 판단에 공공의 이익
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잘 계획된 법
률을 제정할 권리를 가지나, 동시에
양심의 자유를 신성하게 유지해야
함을믿는다.

6 우리는각사람이자기의지위에
서 존중되어야 하고 통치자와 장관
은 무죄한 자를 보호하며 범죄자를
처벌하기위하여임명되므로그러한
자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또 법률이
없으면 평화와 조화는 무정부와 공
포로 대치될 터이므로 ㄱ법률에 대하
여 모든 사람은 존중과 복종의 의무
가 있으며, 인간의 법률은 사람과 사
람 사이에, 개인과 국민으로서의 우
리의 이해를 조정하는 특별한 목적
을 위하여 제정되었고, 하늘에서 주
신 하나님의 율법은 신앙과 예배를
위한 영적 사항에 관한 제반 규율을
규정하는 것으로 인간은 이 두 가지
에 대하여 창조주께 책임을 져야 함
을믿는다.

7 우리는 통치자, 국가 및 정부가
모든 시민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
을 자유로이 행사함을 보호하기 위
하여 법률을 제정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그리할 책임이 있음을 믿는
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들이 국가의
법률에 대하여 존중과 경의를 표하
고 그러한 종교적 견해가 치안 방해
나 음모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시민들에게서 이 특권을 박
탈하거나 시민들의 견해를 금지할

정당한 권리가 그들에게 있다고는
믿지아니한다.

8 우리는범행이그범죄의성격에
따라 처벌되어야 함을 믿는다. 즉 살
인, 반역, 강도, 절도 및 일반 치안방
해는 모든 면에서 그 죄질과 사람들
사이에 악을 조장하는 경향에 따라
서, 범죄가 행하여진 그 지역의 정부
의 법률에 의하여 ㄱ처벌되어야 하
며, 또 공공의 안녕과 평온을 위하여
모든 사람은 마땅히 나서서 좋은 법
률을 위반하는 자들을 처벌 받게 함
에 그들의 능력을 사용해야 함을 믿
는다.

9 우리는 종교적인 영향력과 민간
정부를 혼합하여 이로써 한 종교 단
체가 그 영적 특권이 장려되고, 다른
단체는금지당하며시민으로서의그
회원들의개인적인권리가거부되는
것을정당한것으로믿지아니한다.

10 우리는 모든 종교 단체가 그 회
원들의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하여 그
단체의 규칙과 법규에 따라 회원 자
격과 합당한 지위에 국한하여 다루
는 권리를 갖고 있음을 믿는다. 그러
나 어떠한 종교 단체도 재산이나 생
명의 권리에 대하여 사람들을 재판
에 회부하거나 그들에게서 이 세상
의 것을 취하거나 그들의 생명이나
신체에위험을초래하거나그들에게
어떠한 체벌을 가할 권세를 갖고 있
다고는 믿지 아니한다. 그들은 다만
그 단체로부터 그들을 ㄱ파문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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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ㄱ 교성 58:21; 88:34.
8ㄱ 앨 30:7~11; 

교성 42:84~87.

10ㄱ 안내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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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자격을박탈할수있을뿐이다.
11 우리는 사람들이 신체적 학대

를 당하거나 재산이나 인격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이를 보호
할 법률이 있는 곳에서는 모든 부당
행위와 불만 사항의 시정을 마땅히
민법에 호소해야 함을 믿는다. 그러
나 우리는 모든 사람이 즉시 법에 호
소하여 구조 받을 수 없는 위급한 경
우에는 모든 사람에게서 받는 불법
적인 공격과 침해에 대하여 자기 자
신, 자기의친구와재산및정부를방
어함이정당한일인줄로믿는다.

12 우리는 세상의 국민들에게 복
음을 ㄱ전파하며, 의인들에게 세상의

부패에서자신을구원하도록경고함
이 정당한 줄로 믿는다. 그러나 우리
는 주인의 뜻이나 희망에 반하여 노
예에게 간섭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거나 침례를 베푸는 일은 정
당하다고 믿지 아니한다. 또한 조금
이라도그들에게참견하거나영향을
끼쳐 이 생에서의 그들의 처지에 불
만을 품게 하여 이로써 사람들의 생
명에 위해를 가져오는 일도 정당한
것으로 믿지 아니한다. 그러한 간섭
은 불법이요 정당하지 아니하며, 사
람을 노예의 신분으로 두는 것을 허
용하는 모든 정부의 안녕에 위험한
것인줄로믿는다.

12ㄱ 안내선교 사업;
전파하다.

135 1ㄱ 안내스미스, 조셉,

이세.
ㄴ 교성 5:22; 6:30. 

안내순교자, 순교.

ㄷ 안내카테지 감옥(미국).
ㄹ 안내스미스, 하이럼.

2ㄱ 안내테일러, 존.

의－검게칠한－무장폭도들에게피
격되었느니라. ㄹ하이럼이 먼저 총격
을 받아 나는 죽노라! 외치며 조용히
쓰러졌느니라. 조셉은 창에서 뛰어
내렸으나 도중에 총격을 받아 오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외치며 죽
었느니라. 두 사람은 죽은 후에도 참
혹하게 총격을 받았고 둘 다 네 발의
총탄을받았느니라.

2 그때에 그 방에 있던 사람은 두
명의 십이사도 ㄱ존 테일러와 윌라드
리차즈 뿐으로, 전자는 네 발의 총탄

1~2, 조셉과 하이럼이 카테지 감옥
에서 순교함. 3, 선지자의 탁월한 지
위가 선언됨. 4~7, 그들의 무죄한 피
는 이 일이 참되고 신성한 것임을 증
거함.

이책과 몰몬경의 증거를 인봉하
기 위하여 우리는 선지자 ㄱ조

셉 스미스와 축복사 하이럼 스미스
가 ㄴ순교하였음을 발표하노라. 이들
은 1844년 6월 27일 오후 5시경 ㄷ카
테지 감옥에서 150명에서 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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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 처참하게 부상하였으나 그
후로 회복되었고 후자는 하나님의
섭리로 옷에 탄환 하나도 맞지 아니
하고피하였느니라.

3 주의 ㄱ선지자요 ㄴ선견자인 조셉
스미스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구원
을 위하여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세
상에 살았던 어떠한 사람보다 더 많
은 일을 수행하였도다. 이십 년이라
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그는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번역한 몰몬경을
세상에 내놓았고, 두 대륙에 그것을
출판하는 방편이 되었으며, 거기에
실려 있는 영원한 복음의 ㄷ충만함을
땅의 사방에 보냈으며, 이 교리와 성
약 책을 구성하는 여러 계시와 계명
그리고 사람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
한 다른 많은 지혜로운 문서와 교훈
을 내놓았으며, 수천 명의 후기 성도
들을 집합시켜 위대한 ㄹ도시를 세워
지울 수 없는 명성과 이름을 남겼느
니라. 그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보
기에 위대하게 살다가 위대하게 죽
었으니, 옛적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대부분이 그러했듯이 자기의 사
명과일을자신의 ㅁ피로인봉하였고,
그의 형 하이럼도 그러하였느니라.
살아 있을 때 두 사람은 갈라져 있지
아니하였고 죽을 때도 그들은 헤어
져있지아니하였도다.

4 조셉이암살당하기이삼일전에
법률의 거짓된 요구에 자신을 내어

주려고 카테지로 갈 때에 말하기를,
“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ㄱ어린
양과 같이 가노라. 그러나 나는 여름
아침처럼 고요하도다. 나는 하나님
께 대해서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양
심에아무거리낌이없도다. 나는 죄
없이 죽으려니와 나에 대하여 어느

때엔가는－그는 냉혹하게 죽임을 당

하였다－하리라”하였느니라. 그 날
아침 하이럼이 갈 준비를 마친 후
에－도살장으로 갈 준비라 말해야
하는것이냐? 그러하도다. 참으로그
러하였도다－그는몰몬경이더서12
장 끝단 부분의 다음 구절을 읽고 그
쪽을접어두었느니라.

5 이에이렇게되었나니내가주께
기도하기를주께서이방인들에게은
혜를 베푸사 그들로 사랑을 가지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였느니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내게 이르
시되, 그들이 사랑을 가지지 아니할
지라도 네게는 상관이 없나니, 너는
충실하였도다. 그런즉네옷이 ㄱ정결
하게될것이요, 또네가네연약함을
알았은즉, 네가 강하게 되어 내가 내
아버지의 거처에 예비한 처소에 앉
기에 이르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제
나는 … 이방인들에게, 참으로 또한
내가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에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ㄴ심판대 앞에서
만날 때까지 작별을 고하나니, 거기
서 나의 옷이 너희의 피로 더럽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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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ㄱ 안내선지자.
ㄴ 안내선견자.
ㄷ 교성 35:17; 42:12. 

안내복음의 회복.

ㄹ 안내나부, 일리노이
주(미국).

ㅁ 히 9:16~17; 
교성 136:39.

4ㄱ 사 53:7.
5ㄱ 교성 88:74~75.
ㄴ 이더 12: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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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하였음을 만인이 알게 되리
로다.이 ㄷ유언자들은이제죽었거니
와그들의유언은효력이있느니라.

6 하이럼 스미스는 1844년 2월에
사십사 세요, 조셉 스미스는 1843년
12월에 삼십팔 세더라. 이제 이후로
그들의 이름은 종교를 위한 순교자
반열에 오를 것이요, 각 나라에 있는
독자는 몰몬경과 이 책 곧 교회의 교
리와 성약이 황폐해진 세상을 구원
하러 나아오기 위하여 십구 세기의
가장 고귀한 피를 대가로 지불하였
음을 상기할 것이요, 또 하나님의 영
광을위하여불이 ㄱ푸른나무를해할
수 있을진대, 썩은 포도원을 정결하
게 하기 위하여 마른 나무를 얼마나
쉽게 태워버릴 것인가를 생각해 내
리라. 그들은 영광을 위하여 살았고
영광을 위하여 죽었으니, 영광은 그
들의 영원한 상이니라. 대대로 그들
의 이름은 성결하게 된 자들을 위한
보석과도 같이 대대로 후손들에게
전해내려가리라.

7 그들은 이전에도 자주 입증되었
던 것같이 아무 죄도 범하지 아니하
여 무죄하였으며, 다만 배반자들과
악인들의음모로감옥에감금되었을
뿐이라. 이에 카테지 감옥의 바닥에
흘린 그들의 무죄한 피는 땅의 어느
법정에서도 거부할 수 없는“몰몬주
의”에 찍힌 큰 도장이요, 또 지사가
서약한 일리노이 주의 깨어진 신의
와 함께 일리노이 주의 문장 위에 쏟
은 그들의 무죄한 피는 온 세상이 이
의를 제기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음의
진실성에 대한 증거요, 또 자유의 기
와 합중국 대헌장 위에 쏟은 그들의
무죄한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
를 위한 사절이 되어 모든 나라들 가
운데 있는 정직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줄것이요, 또그들의무죄한피
는 요한이 본 ㄱ제단 아래 있던 모든
순교자의 피와 함께 주께서 그 피를
세상에 갚아 주실 때까지 만군의 주
께부르짖으리라. 아멘.

5ㄷ 히 9:16~17. 6ㄱ 눅 23:31. 7ㄱ 계 6:9.

고 춤추고 기도하고 지혜를 배워야
함. 34~42,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함
은 그들로 하여금 존귀하게 되게 하
고악인은정죄받게하기위함임.

1~16, 서부로 여행하기 위하여 이스
라엘 진영에 조직을 갖추는 방법이
설명됨. 17~27, 성도들은 여러 가지
복음의 표준에 따라 생활하도록 명
하심을 받음. 28~33, 성도는 노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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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로여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 관한 주의 말씀과 뜻이

니라.
2 ㄱ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의 모든 백성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여
행하는 자들은 주 우리 하나님의 모
든 계명과 규례를 지키기로 성약하
며 약속하고, 여러 부대로 편제를 갖
출지니라.

3 여러 부대는 ㄱ백부장, 오십부장,
그리고 십부장을 두고 ㄴ십이사도의
지시 아래 한 사람의 회장과 그의 두
보좌를 그들의 머리로 하여 조직할
지어다.

4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ㄱ성약이
되리니 곧－우리는 주의 모든 ㄴ의식
을지켜ㄷ행하리라하는것이니라.

5 각 부대는 모든 견인용 짐승, 짐
마차, 식량, 의복, 기타 여행에 필요
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대로 마련할지
어다.

6 부대들이 편성되면 그들은 힘을
다하여 나아가서, 머물러 있을 자들
을위하여준비할지어다.

7 각 부대는 그들의 부장들과 회장
들과 함께 돌아오는 봄에 얼마나 갈
수 있을지 결정하고, 그러고 나서 충
분한수의신체강건하고일에익숙한
자를 선정하여 견인용 짐승, 씨앗 및
농기구를가지고봄작물을심을준비
를할개척자로서가게할지어다.

8 각 부대는 분배 받은 재산에 따
라 ㄱ가난한자와 ㄴ과부와 ㄷ고아와군
대에 가 있는 자의 가족을 균등하게
분담하여 이 백성에 대한 과부와 고
아의 부르짖음이 주의 귀에 상달되
지않게할지어다.

9 각 부대는 이 계절 후에 남아 있
게 될 자들을 위하여 집과 곡식을 재
배할 밭을 준비할지니, 이것이 그의
백성에관한주의뜻이니라.

10 모든사람은주께서시온의 ㄱ스
테이크로 지정하실 곳으로 이 백성
을 옮기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영향
력과재산을사용할지어다.

11 그리고 만일 너희가 순결한 마
음을 가지고 충실함을 다하여 이 일
을 행하면, 너희는 ㄱ복을 받으리니,
너희 양 떼와 너희 소 떼와 너희 밭
과 너희 집과 너희 가족에 복을 받으
리라.

12 나의 종 에즈라 티 벤슨과 에러
스터스스노우는한부대를조직하라.

13 그리고 나의 종 올슨 프랫과 윌
포드우드럽은한부대를조직하라.

14 또한 나의 종 애머서 라이먼과
조지 에이 스미스도 한 부대를 조직
하라.

15 그리고 회장들과 백부장들과
오십부장들과십부장들을임명하라.

16 그리고 임명된 나의 종들은 가
서 이 일, 곧 나의 뜻을 성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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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2ㄱ 안내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3ㄱ 출 18:21~26.
ㄴ 안내사도.

4ㄱ 안내성약.
ㄴ 안내의식.

ㄷ 안내걷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8ㄱ 안내가난한 자.
ㄴ 안내과부.
ㄷ 약 1:27; 

3니 24:5.

10ㄱ 안내스테이크.
11ㄱ 신 28:1~14. 

안내축복하다, 축복
받은,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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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라. 그리하여 그들로 평화의
땅으로갈준비를갖추게하라.

17 네 길을 가서 내가 너희에게 이
른 대로 행하고 너희 원수를 두려워
말라. 이는 그들이 나의 일을 중지시
킬힘을가지지못할것임이니라.

18 시온은내가정한때에 ㄱ구속함
을받으리라.

19 그리고어느사람이자신을세우
려 하고 나의 ㄱ권고를 구하지 아니하
면, 그는 권능을 가지지 못할 것이요,
그의어리석음이나타나리라.

20 너희는 구하라. 또 너희의 모든
ㄱ서약을 서로 지키라. 그리고 네 형
제의것을ㄴ탐내지말라.

21 너희스스로를 ㄱ지켜주의이름
을 망령되이 일컫는 악을 멀리하라.
이는내가주너희하나님곧너희조
상들의 ㄴ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하나님이됨이니라.

22 ㄱ나는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ㄴ구원하기 위하여 마지
막날에나의팔이뻗어있느니라.

23 서로 ㄱ다투기를 그치라. 서로
ㄴ험담하기를그치라.

24 ㄱ술 취하기를 그치라. 그리고

너희말은서로 ㄴ교화하는데이바지
하는것이되게하라.

25 만일네가네이웃에게서 ㄱ빌리
거든 너는 빌린 것을 돌려줄지니라.
만일 네가 갚을 수 없거든, 곧 바로
가서 네 이웃에게 고하라. 그리하여
그가너를정죄하지않게하라.

26 만일네가네이웃이 ㄱ잃어버린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 너는 그것을
다시 그에게 전해줄 때까지 부지런
히찾아볼지니라.

27 너는 네가 가진 것을 보전하기
에 ㄱ부지런하여지혜로운 ㄴ청지기가
될지니, 이는 그것이 네 하나님이 값
없이 주는 은사요 너는 그의 청지기
임이니라.

28 만일 네가 즐거우면, ㄱ노래로,
음악으로, 춤으로, 그리고 찬양과
ㄴ감사의ㄷ기도로주를찬양하라.

29 만일 네가 ㄱ슬프면, 네 영혼에
ㄴ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주 네 하나
님을불러간절히구하라.

30 네 원수들을 두려워 말라. 이는
그들이내손안에있음이요, 내게좋
을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할 것임이
니라.

31 나의백성은모든일에 ㄱ시험을

18ㄱ 교성 100:13.
19ㄱ 안내권고.
20ㄱ 안내정직한, 정직.

ㄴ 안내탐내다.
21ㄱ 안내모독.

ㄴ 출 3:6; 니전 19:10.
22ㄱ 출 13:18; 렘 2:5~7;

니전 5:15; 앨 36:28.
안내여호와.

ㄴ 렘 30:10; 겔 20:33~34;
교성 38:33.

23ㄱ 3니 11:29~30. 
안내다툼.

ㄴ 교성 20:54. 안내비방.
24ㄱ 안내지혜의 말씀.

ㄴ 교성 108:7.
25ㄱ 시 37:21; 모사 4:28.

안내빚; 정직한, 정직.
26ㄱ 레 6:4; 신 22:3.
27ㄱ 안내부지런함.

ㄴ 안내청지기, 청지기
직분.

28ㄱ 안내노래하다.
ㄴ 대하 5:13; 

교성 59:15~16. 
안내감사한, 감사,
감사드림.

ㄷ 안내기도.
29ㄱ 삼하 22:7.

ㄴ 안내기쁨.
31ㄱ 교성 101:4. 

안내역경.



받아야 하나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내가그들을위하여예비한 ㄴ영광곧
시온의 영광을 받을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것이라. ㄷ징계를견디려하지
않는 자는 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
니하니라.

32 무지한자로자신을 ㄱ낮추고주
저의 하나님을 불러서 ㄴ지혜를 배우
게 할지니, 그리하여 자기 눈이 열려
볼수있게하고자기귀가열려들을
수있게될지어다.

33 이는나의 ㄱ영이겸손하며통회
하는 자에게는 빛을 주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정죄 받게 하려고 세상
에보내어졌음이니라.

34 네 동포는 너희와 너희 증거를
거부하였나니, 곧너희를 ㄱ내어쫓은
국민이니라.

35 그리고 이제 그 산고에 사로잡
힌여인같이그들의재앙의날, 곧슬
픔의날이임하나니, 그들이속히, 참
으로 아주 속히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의슬픔이크리라.

36 이는 그들이 선지자들과 그들
에게 파송된 자들을 죽였고 무죄한
피를 흘렸음이니, 그 피가 그들을 쳐
서땅에서부르짖느니라.

37 그러므로 이러한 일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이는 너희가 아직 ㄱ정
결하지 아니함이니, 너희는 아직 나

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러
나 너희가 아담의 때로부터 아브라
함 때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모세로부터 예수와 그의 사
도들 때까지, 예수와 그의 사도들로
부터 조셉 스미스 때까지 내가 너희
에게 ㄴ준 나의 모든 말을 지키기에
충실하면, 너희는 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이 조셉 스미스를 내가 나의
천사들, 나의수종드는 ㄷ종들을시키
거나 또 하늘에서 말하는 나 자신의
음성으로 불러 나의 일을 이루게 하
였느니라.

38 그는 그 기초를 놓았고 충실하
였도다. 이에 내가 그를 내게로 데려
왔느니라.

39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가 기이히 여겼도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ㄱ피로 자기의 ㄴ간증을 ㄷ인봉
할 필요가 있었나니, 이는 그가 존귀
하게 되고 악인은 정죄받게 하려 함
이었느니라.

40 내가 너희 ㄱ원수들에게서 너희
를 건져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한
것은 다만 나의 이름의 증거를 남긴
것이아니냐?

41 그러므로 이제 오 너희, 나의
ㄱ교회의 백성들아, 들으라. 너희 장
로들아, 함께 귀를 기울이라. 너희는
나의ㄴ왕국을받았느니라.

348교리와 성약 136:32~41

31ㄴ 롬 8:18; 교성 58:3~4.
안내영광.

ㄷ 안내징계하다, 징계.
32ㄱ 안내겸손한, 겸손.

ㄴ 안내지혜.
33ㄱ 안내성신.
34ㄱ 안내박해하다, 박해.

37ㄱ 안내순수한, 순수.
ㄴ 힐 8:18.
ㄷ 계 14:6; 

교성 110:11~16;
128:19~21; 
조역 1:30~47.

39ㄱ 안내순교자, 순교.

ㄴ 안내간증.
ㄷ 모사 17:20; 교성 135:3.

40ㄱ 출 23:22; 교성 8:4;
105:15.

41ㄱ 안내예수 그리스도
교회.

ㄴ 단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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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나의 모든 계명을 지키기에 부
지런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두렵건
대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 신
앙이 떨어지고 너희 원수들이 너희

를 이길까 하노라. 그러므로 지금은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또
아멘.

137 1ㄱ 행 7:55~56; 
니전 1:8; 
힐 5:45~49; 
조역 1:43.

ㄴ 안내해의 영광.
ㄷ 고후 12:2~4; 니전 11:1;

모세 1:11.
2ㄱ 니후 9:41; 31:17.
ㄴ 출 24:17; 사 33:14~15;

힐 5:23; 교성 130:7.
3ㄱ 사 6:1; 겔 1:26~28.
ㄴ 안내하나님, 신회－

아버지 하나님.

ㄷ 안내하나님, 신회－아들
하나님.

4ㄱ 계 21:21; 
교성 110:2.

5ㄱ 안내아담.
ㄴ 교성 132:29. 

안내아브라함.
ㄷ 교성 124:19. 

안내스미스, 조셉, 일세.
ㄹ 안내스미스, 루시 맥.
ㅁ 조역 1:4.

6ㄱ 사 11:11; 
니전 22:10~12; 

야곱 6:2.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집합.

ㄴ 요 3:3~5; 니후 9:23;
이더 4:18~19; 
교성 76:50~52; 84:74.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

ㄷ 안내구원, 죽은 자를
위한.

7ㄱ 힐 5:30. 안내계시.
ㄴ 조성,벧전 4:6; 

니후 9:25~26; 
모사 15:24.

4 나는그왕국의아름다운거리를
보았는데 그 모양은 ㄱ금으로 포장된
것같았느니라.

5 나는 아버지 ㄱ아담과 ㄴ아브라함
그리고 나의 ㄷ아버지와 나의 ㄹ어머
니, 오래 전에 잠든 나의 형 ㅁ앨빈을
보았는데,

6 주께서 ㄱ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모으시려고 그 손을 펴시기 전에 그
가 이 생을 떠난 것과, 또 죄 사함을
위한 ㄴ침례를 그가 받지 아니하였음
을 생각해 볼 때, 그가 어떻게 그 왕
국에서 ㄷ기업을 얻었는지 기이히 여
겼느니라.

7 이같이 ㄱ주의 음성이 내게 임하
여 이르시기를, 이 복음을 ㄴ알지 못

1~6, 선지자가 해의 왕국에서 그의
형 앨빈을 봄. 7~9,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교리가계시됨. 10, 모든어린
아이는해의왕국에서구원받음.

여러ㄱ하늘이 우리 위에 열리고
내가 하나님의 ㄴ해의 왕국과

그 영광을 보았는데, 내가 ㄷ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말할 수 없
노라.

2 나는 그 왕국의 상속자들이 들어
갈심히아름다운ㄱ문을보았는데, 이
는마치원형으로도는ㄴ불꽃같더라.

3 또한 하나님의 ㄱ타오르듯 빛나
는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 ㄴ아버지
또한 ㄷ아들이앉아계시더라.

제 137 편

1836년 1월 21일오하이오주커틀랜드성전에서선지자조셉스미스에게주
신 시현(교회사 2:380~381). 이때는 그들이 그 당시까지 계시되었던 범위 내
에서엔다우먼트의식을집행하고있을때였다.



하고 죽은 자로서 만일 머물기를 허
락 받았더라면 그것을 받아들였을
자들은모두다하나님의 ㄷ해의왕국
의ㄹ상속자가되리라.

8 또한 이제부터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게 될 자로서 온 마음을 다
하여 그것을 ㄱ받아들였을 자들은 모
두그왕국의상속자가되리니,

9 이는 나 주가 모든 사람을 그들
의 ㄱ행위에 따라, 그들 마음의 ㄴ소원
에따라ㄷ심판할것임이니라.

10 그리고 또한 나는 ㄱ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에 이르기 전에 죽은 모
든 어린아이가 하늘의 해의 왕국에
서 ㄴ구원받음을보았느니라.

350교리와 성약 137:8~138:3

7ㄷ 안내해의 영광.
ㄹ 교성 76:50~70.

8ㄱ 앨 18:32; 
교성 6:16.

9ㄱ 안내행위.
ㄴ 교성 64:34. 

안내마음.

ㄷ 계 20:12~13. 
안내심판, 마지막.

10ㄱ 안내책임지다, 책임질
수 있는, 책임질 수 있음.

ㄴ 안내구원－어린
아이들의 구원.

138 1ㄱ 안내깊이 생각하다.

2ㄱ 안내구속의 계획.
ㄴ 마 20:28. 

안내속죄하다, 속죄.
3ㄱ 안내구속주.
ㄴ 요 3:16. 

안내사랑.

의로운 죽은 자들이 영의 세계에서
그들의일을계속함.

일천구백십팔년시월의 셋째 날
에내가나의방에앉아경전을

ㄱ깊이생각하며,
2 생각해 낸 것은 세상의 ㄱ구속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치르신 위
대한ㄴ속죄의희생과,

3 ㄱ구속주께서 세상에 오신 일로
말미암아아버지와아들이나타내보
이신크고도놀라운ㄴ사랑이었나니,

1~10, 조셉에프스미스회장은베드
로의 글과 우리 주께서 영의 세계를
방문하신 일을 깊이 생각함. 11~24,
스미스 회장은 낙원에 모인 의로운
죽은 자들과 그들 가운데서 행하시
는 그리스도의 성역을 봄. 25~37, 그
는 복음 전도가 어떻게 영들 가운데
서 조직을 갖추었는지를 봄. 38~52,
그는영의세계에있는아담, 이브그
리고 많은 거룩한 선지자들을 봄. 그
들은 그들의 부활 전의 영의 상태를
속박으로 여겼음. 53~60, 이 시대의

제 138 편

1918년 10월 3일유타주솔트레이크시티에서조셉에프스미스회장에게주
신시현. 1918년10월4일의제89차반연차대회의개회말씀에서스미스회장
은 지난 수 개월에 걸쳐 하나님의 가르침을 여러 번 받았음을 언명하였다. 그
중 하나는 구주께서 그 육신이 무덤에 있는 동안 죽은 자의 영을 찾아가신 일
에관한것으로, 스미스회장은그전날이를받았다. 그것은대회가끝나자즉
시 기록되었다. 1918년 10월 31일 이것은 제일회장단의 보좌들과 십이사도
평의회와축복사에게제출되었고만장일치로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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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는 그의 ㄱ속죄를 통하여 그리
고 복음의 원리에 ㄴ순종함으로써
인류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었
더라.

5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 내
생각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복음이 전파된 ㄱ본도, 갈라디
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그 외의 아시
아 여러 지역에 널리 흩어져 있던
ㄴ초기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베드로
의글로되돌아갔느니라.

6 나는성경을펴고베드로전서삼
장과 사장을 읽었는데 내가 읽을 때
에 이전의 어느 때보다 더 다음의 구
절들에크게감명을받았느니라.

7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
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
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
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
리심을받으셨으니,

8 “그가 또한 영으로 ㄱ옥에 있는
영들에게전파하시니라.

9 “그들은 노아의 날 방주를 예비
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
실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자가몇명뿐이니, 겨우여덟명
이라”(베드로전서3:18~20)

10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
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
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
라”(베드로전서4:6).

11 ㄱ기록된이일들을깊이생각하
고 있을 때, 내 이해의 ㄴ눈이 열리고
주의 영이 내 위에 ㄷ머무는지라, 내
가보니, 큰자나작은자를막론하고
ㄹ죽은자의큰무리가있더라.

12 그 곳에 무수히 많은 ㄱ의인의
영의 무리가 한 곳에 모였는데, 그들
은 필멸의 상태로 사는 동안 예수에
대한간증에ㄴ충실하였고,

13 하나님 아들의 크신 희생의 본
을 따라 ㄱ희생을 드린 자들이요, 또
그들의 구속주의 이름으로 환난을
ㄴ겪은자들이더라.

14 이들은 모두 ㄱ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ㄴ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ㄷ은
혜를 통하여 영화로운 ㄹ부활의 ㅁ소
망을 굳게 품고 필멸의 생을 떠난 자
들이더라.

15 내가 보니, 그들은 그들의 구
원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ㄱ기쁨과

4ㄱ 신개 1:3.
ㄴ 마 7:21. 

안내순종, 순종하는,
순종하다.

5ㄱ 벧전 1:1.
ㄴ 설명 이전 시대의

성도들.
8ㄱ 사 61:1; 

눅 4:18; 
교성 76:73~74; 88:99.

11ㄱ 안내경전－경전의 가치.

ㄴ 엡 1:18; 
교성 76:10, 12, 19.

ㄷ 사 11:2.
ㄹ 안내영.

12ㄱ 교성 76:69~70.
ㄴ 교성 6:13; 51:19;

76:51~53.
13ㄱ 안내희생.

ㄴ 마 5:10~12.
14ㄱ 안내하나님, 신회－

아버지 하나님

ㄴ 안내독생자.
ㄷ 안내은혜.
ㄹ 안내부활.
ㅁ 이더 12:4; 

모로 7:3, 40~44. 
안내소망.

15ㄱ 사 51:11; 
앨 40:12.



즐거움이 충만하여 함께 기뻐하고
있더라.

16 그들은 모여서 사망의 ㄱ띠에서
풀려나는 그들의 구속을 선포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ㄴ영의 세계로 오시
기를기다리고있더라.

17 그들의 잠자는 티끌은 장차 본
래의 완전한 구조로 ㄱ회복되어, ㄴ이
뼈가 저 뼈에 들어맞고, 힘줄과 살이
그 위에 오르며, 그들이 충만한 ㄷ기
쁨을 받을 수 있도록 ㄹ영과 육이 결
코 다시는 나뉘지 않게 결합될 것이
더라.

18 이 큰 무리가 사망의 사슬에서
구원받을 때를 기뻐하면서, 기다리
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충실하였던 포로 된
자들에게ㄱ자유를선언하시더라.

19 그리고 그 곳에서 그가 영원한
ㄱ복음과, 부활의 교리와 ㄴ회개를 조
건으로 인류를 ㄷ타락으로부터 그리
고 개인적인 죄로부터 구속함을 그
들에게ㄹ전파하시더라.

20 그러나 ㄱ악인들에게는 그가 가
지 아니하셨고, 육체로 있을 동안 자
신을 ㄴ더럽힌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 가운데서는

그의음성을높이지아니하셨으며,
21 옛 선지자들의 증거와 경고를

거부한 패역한 자들은 주의 임재하
심을 보지 못하고 그의 얼굴도 쳐다
보지못하더라.

22 이들이 있는 곳은 ㄱ암흑이 지
배하나, 의인들 가운데는 ㄴ평화가
있더라.

23 그리고 성도들은 그들의 ㄱ구속
을 기뻐하며 ㄴ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아들을 사망과 지옥의 ㄷ사슬에서 건
져내 주시는 그들의 구속주요 구원
자로인정하더라.

24 그들의 얼굴은 빛났고, 주의 임
재하심에서 나오는 ㄱ광채가 그들 위
에 머물렀으며, 그들은 그의 거룩하
신이름에드리는찬양의 ㄴ노래를부
르더라.

25 내가이상히여긴것은, 내가알
기로 구주께서 유대인과 이스라엘
집에 속하는 자들 가운데서 성역을
베푸는 데 삼 년 가량을 보내시며 그
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가르치시며
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애쓰셨으나,

26 주께서크신 ㄱ권능과권세로그
의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하시고 진

352교리와 성약 138:16~26

16ㄱ 몰 9:13.
ㄴ 눅 23:43; 

앨 40:11~12. 
안내낙원.

17ㄱ 니후 9:10~13.
ㄴ 겔 37:1~14.
ㄷ 안내기쁨.
ㄹ 교성 93:33~34.

18ㄱ 사 61:1. 
안내구원, 죽은 자를
위한.

19ㄱ 안내복음.
ㄴ 안내회개하다, 회개.
ㄷ 안내아담과 이브의

타락.
ㄹ 교성 76:72~74.

20ㄱ 앨 40:13~14. 
안내지옥; 악한, 악함.

ㄴ 니전 10:21.
22ㄱ 안내어둠, 영적.

ㄴ 안내평화.
23ㄱ 안내구속의 계획.

ㄴ 롬 14:11; 
모사 27:31.

ㄷ 니후 1:13; 
앨 12:11.

24ㄱ 시 104:1~2; 
사 60:19; 
계 22:5; 
조역 1:17. 
안내빛, 그리스도의 빛.

ㄴ 안내노래하다.
26ㄱ 니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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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선포하셨음에도불구하고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임재하
심을 기뻐하며 그의 손에서 구원을
받은자는다만몇명뿐이었으되,

27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성역
을 베푸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부활사이의 ㄱ짧은기간에한정
되어있었으니,

28 이에 나는－하나님의 아들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 이
들은 노아의 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한－베드로의말과주께서
그처럼 짧은 시간 안에 그 영들에게
전파하시고 그들 가운데 필요한 일
을 수행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셨
는가를기이하게여겼느니라.

29 이에 내가 이상히 여기고 있을
때, 내 눈이 열리고 내 이해력이 ㄱ살
아나서, 주께서는 진리를 거부했던
악인들과불순종한자들을가르치시
려고 그들 가운데 친히 가시지 아니
한줄을내가알게되었느니라.

30 그러나 보라, 의로운 자들 가운
데에서 그는 자기 군대를 조직하사
사자들을 임명하시고 ㄱ권능과 권세
를 입히시고 그들로 나아가 복음의
빛을 ㄴ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참
으로 ㄷ모든사람의영에게가지고가

도록 임무를 맡기셨으니, 이같이 하
여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느
니라.

31 그리하여 택함 받은 사자들이
주의 ㄱ은혜의 날을 선포하고, 매여
있는 포로 된 자들에게, 곧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며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는 자 모두에게 ㄴ자유를 선포하기
위하여나아갔느니라.

32 이와같이복음은진리를 ㄱ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죄 가운데서 ㄴ죽은
자들 또는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범
법 가운데서 죽은 자들에게 전파되
었느니라.

33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ㄱ신앙,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 죄 ㄴ사함을
위한 ㄷ대리 침례, 안수에 의한 성신
의ㄹ은사와,

34 육체로는 사람으로 ㄱ심판을 받
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복음의 다른 모든
원리도가르침을받았느니라.

35 이리하여 ㄱ십자가 위에서 치르
신 하나님의 아들의 ㄴ희생을 통하여
구속이 이루어졌음이, 큰 자나 작은
자, 충실한 자와 불의한 자를 막론하
고 죽은 자 가운데서 알려지게 되었
느니라.

27ㄱ 막 8:31.
29ㄱ 교성 76:12.
30ㄱ 눅 24:49.

ㄴ 안내어둠, 영적.
ㄷ 교성 1:2.

31ㄱ 사 61:2. 
눅 4:17~19.

ㄴ 안내해방.
32ㄱ 교성 128:5. 

안내지식.
ㄴ 요 8:21~24.

33ㄱ 신개 1:4. 
안내신앙.

ㄴ 안내죄 사함.
ㄷ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죽은 자를 위한
침례; 의식－대리의식.

ㄹ 안내은사, 성신의.

34ㄱ 안내심판, 최후의.
35ㄱ 안내십자가, 십자가에

달림.
ㄴ 앨 34:9~16. 

안내속죄하다, 속죄;
희생.



36 이와 같이 우리 구속주께서 영
의 세계에 머무시는 동안, 육체로 있
을때그를증거한충실한 ㄱ선지자들
의영들을가르치고준비시키시며그
의시간을보내셨음이알려졌나니,

37 그리하심은 그들로 하여금 ㄱ거
역과 범법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친
히가실수없는죽은자모두에게구
속의 소식을 전하게 하사, 그의 종들
의 성역을 통하여 그들도 또한 주의
말씀을듣게하려하심이었더라.

38 의인의 이 큰 회중 가운데 모인
위대하고 뛰어난 자 중에는 옛적부
터항상계신이요, 모든자의조상인
아버지ㄱ아담이있더라.

39 그리고 우리의 영화로운 어머
니 ㄱ이브도여러시대에걸쳐살았고
참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배
하였던 많은 충실한 그의 딸들과 함
께있더라.

40 첫 ㄱ순교자 ㄴ아벨이 그 곳에 있
었고, 뛰어난 자 중 하나요, 그 아버
지아담의 ㄷ모습을그대로닮은그의
동생 ㄹ셋도거기에있더라.

41 홍수를 경고한 ㄱ노아, 위대한

ㄴ대제사 ㄷ셈, 충실한 자의 조상 ㄹ아
브라함, ㅁ이삭, ㅂ야곱, 그리고이스라
엘의위대한ㅅ입법자 모세,

42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
시며 ㄱ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ㄴ옥의 열림을 선포하시려고
구속주께서 기름 부음 받으셨음을
예언으로 선포한 ㄷ이사야도 또한 그
곳에있더라.

43 더욱이, 산 영혼들로서 죽은 자
의 ㄱ부활 때에 다시 나아와 살이 입
혀질 ㄴ마른뼈들의큰골짜기를시현
으로본ㄷ에스겔도있었으며,

44 후일에 ㄱ하나님의 왕국이 세워
져 결코 다시는 멸망되거나 다른 백
성에게 주어지지 아니할 것을 미리
보고예언한ㄴ다니엘,

45 ㄱ변형의산에서모세와함께있
었던 ㄴ일라이어스,

46 그리고 ㄱ엘리야가 옴을 증언한
선지자 ㄴ말라기도 또한 거기 있었나
니, 엘리야에 관하여 또한 모로나이
가선지자조셉스미스에게말하면서
주의크고두려운 ㄷ날이임하기전에
그가오리라고선언하였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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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ㄱ 교성 138:57.
37ㄱ 교성 138:20. 

안내거역.
38ㄱ 안내아담.
39ㄱ 모세 4:26. 

안내이브.
40ㄱ 안내순교자, 순교.

ㄴ 안내아벨.
ㄷ 창 5:3; 

모세 6:10.
ㄹ 안내셋.

41ㄱ 안내노아, 성경의 족장.
ㄴ 안내대제사.
ㄷ 안내셈.

ㄹ 창 17:1~8. 
안내아브라함.

ㅁ 창 21:1~5. 
안내이삭.

ㅂ 창 35:9~15. 
안내야곱, 이삭의 아들.

ㅅ 안내모세.
42ㄱ 사 61:1~2.

ㄴ 안내지옥.
ㄷ 안내이사야.

43ㄱ 안내부활.
ㄴ 겔 37:1~14.
ㄷ 안내에스겔.

44ㄱ 단 2:44~45. 

안내하나님의 왕국
또는 천국.

ㄴ 안내다니엘.
45ㄱ 안내변형.

ㄴ 안내일라이어스.
46ㄱ 교성 110:13~15. 

안내엘리야.
ㄴ 말 4:5~6; 

조역 1:36~39. 
안내말라기.

ㄷ 안내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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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선지자 엘리야는 장차 ㄱ자녀들
의 마음에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한
약속을심고자하였나니,

48 이는 주께서 오실 때에 온 땅이
저주로 치심을 당하여 완전히 황폐
하게 되지 않도록 죽은 자의 구속과
자녀를 그들의 부모들에게 ㄱ인봉하
는 일을 위하여 ㄴ때가 찬 경륜의 시
대에 주의 ㄷ성전에서 행하게 될 큰
ㄹ일을미리보여주는것이더라.

49 이 모든 자와 더 많은 자들, 곧
니파이인들가운데거하면서하나님
의 아들의 오심을 증거한 ㄱ선지자들
도이큰무리속에섞여서그들의구
원을기다리더라.

50 이는죽은자들은자신들의 ㄱ영
이 자신들의 육체로부터 오래 떠나
있음을ㄴ속박으로여겼음이라.

51 이들을 주께서 가르치시고 그
들에게 ㄱ권능을 주사,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나아와서, 그의 아버지의 왕국에 들
어가 그 곳에서 ㄴ불멸과 ㄷ영생으로
면류관을쓰게하시고,

52 그때로부터 주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그들의 일을 계속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간

직해두신모든 ㄱ축복의참여자가되
게하셨느니라.

53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나의 부
친 하이럼 스미스, 브리검 영, 존 테
일러, 윌포드 우드럽, 그리고 후일의
위대한사업의 ㄱ기초를놓는일에참
여하기 위하여 때가 찬 시대에 나아
오도록 ㄴ간직해 두셨던 다른 훌륭한
영들도영의세계에있더라.

54 후일의위대한사업에는성전건
축과 ㄱ죽은자의구속을위하여그곳
에서의식을집행함이포함되느니라.

55 내가 보매, 그들도 또한 하나님
의 교회 안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도
록 태초에 ㄱ택함을 받은 ㄴ고귀하고
위대한자들가운데있더라.

56 그들은 실로 태어나기 전에 다
른 많은 자들과 함께 영의 세계에서
그들의 첫 교훈을 받았고 사람의 영
혼의 구원을 위하여 주의 ㄱ포도원에
서일하도록주께서정하신 ㄴ때에나
아오도록ㄷ예비되었더라.

57 내가보니, 이경륜의시대의충
실한 ㄱ장로들은 필멸의 생을 떠날
때, 죽은 자의 영들의 큰 세계에서
ㄴ어둠 속에 있고 죄의 속박 아래 있
는 자들 가운데서 회개와 하나님의

47ㄱ 교성 128:17.
48ㄱ 안내가족－영원한 가족;

인봉하다, 인봉.
ㄴ 안내경륜의 시대.
ㄷ 안내성전, 주의 집.
ㄹ 안내구원, 죽은 자를

위한.
49ㄱ 힐 8:19~22.
50ㄱ 안내영.

ㄴ 교성 45:17.
51ㄱ 고전 6:14; 

앨 40:19~21.
ㄴ 안내불멸의, 불멸.
ㄷ 교성 29:43. 

안내영생.
52ㄱ 사 64:4; 

고전 2:9; 
교성 14:7.

53ㄱ 교성 64:33.
ㄴ 안내예임.

54ㄱ 안내의식－대리의식.
55ㄱ 안내예임.

ㄴ 아브 3:22~24.
56ㄱ 야곱 6:2~3. 

안내포도원, 주의.
ㄴ 행 17:24~27.
ㄷ 욥 38:4~7; 

앨 13:3~7.
57ㄱ 안내장로.

ㄴ 안내지옥.



독생자의 희생을 통한 구속의 복음
을 전파하는 그들의 수고를 계속하
더라.

58 회개하는 죽은 자는 하나님의
집의 ㄱ의식에순종함으로써 ㄴ구속함
을받으리니,

59 그들이 자기들의 범법에 대한
형벌을 치르고 깨끗이 ㄱ씻음을 받은

후에자기들의 ㄴ행위에따라상을받
으리라. 이는 그들이 구원의 상속자
가됨이니라.

60 이같이 죽은 자의 구속의 시현
이 내게 계시되었나니, 우리 주요 구
주이신예수그리스도의축복을통하
여이기록이ㄱ참됨을내가알며증거
하노라. 참으로그러하도다. 아멘.

356교리와 성약 138:58~60

58ㄱ 안내의식.
ㄴ 안내구속하다,

구속받은, 구속.

59ㄱ 앨 5:17~22. 
안내용서하다.

ㄴ 안내행위.

60ㄱ 안내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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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제위,
유타위원회가내무부장관에게제출한최근의보고서에서지난6월이후

또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유타 준주 내에서 아직도 복수결혼식이 거행되고 있
으며그와같은결혼이사십건혹은그이상거행되고있고, 또한교회지도자
들이공개설교중에일부다처제의실시를계속할것을가르치고장려하며촉
구하고있다는주장을하였다는취지의신문속보가정치적목적으로솔트레
이크시티에서발신되어널리공표되었다.

그러므로본인은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의회장으로서이러한비난
이잘못된것임을이로써지극히엄숙하게선언하는바이다. 우리는일부다처
제 또는 복수결혼을 가르치고 있지 아니하고, 어떠한 자에게도 이의 실행을
허용하고있지아니하며, 또한본인은, 그기간중에우리의여러성전내에서
나 준주 내의 다른 어떠한 장소에서라도 사십 건이건 아니면 기타 여하한 횟
수이건복수결혼식이거행되었다는사실자체를부인하는바이다.

한 사례가 보고 되었고, 그에 대해서 사람들은 1889년 봄 솔트레이크시티
소재 엔다우먼트 하우스에서 그러한 결혼식이 거행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지
금까지 본인은 누가 그 의식을 거행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이 일과 관련하여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바이다.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주장으로 인
하여엔다우먼트하우스는본인의지시에따라지체없이철거되었다.

복수결혼을 금하는법률이의회에의하여제정되었고 그법률이대법원에
의하여 합헌이라고 선언된 만큼, 이로써 본인은 그 법률에 따르고자 하며, 본
인이감리하는교회회원들도똑같이행하도록그들에대한나의영향력을행
사하겠다는본인의뜻을선언하는바이다.

전술된기간중에교회에서행한본인이나본인의동료들의가르침중에는
복수결혼을 되풀이하여 가르치거나 장려하는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있는말은단한마디도없었으며, 교회의어느장로가그와같은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전하려는 듯한 언어를 사용할 때에는 그는 즉시 질책 받았다. 이
에 이제 본인이 후기 성도에게 주는 권고는 이 땅의 법으로 금지된 어떠한 혼
인도맺는것을삼가라는것임을공식적으로선언하는바이다.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
회장 윌포드 우드럽



로렌조스노우회장은다음과같이제안하였다.

“본인은, 우리가윌포드우드럽을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의회장으
로, 오늘날 지상에서 인봉 의식의 열쇠를 지닌 유일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그
가 우리 귀로 들은 대로 낭독된 1890년 9월 24일 자 성명서를 발표함은 그의
지위로 보아 그에게 전적으로 권세가 있는 일로 간주할 것과, 또한 연차대회
에 모인 교회 전체로서, 복수결혼에 관한 그의 선언이 권세가 있으며 지켜야
할의무가있는것으로받아들일것을동의하는바입니다.”

표결에의해서위의동의가만장일치로지지되었다.

1890년10월6일유타주솔트레이크시티

성명서에 관한

윌포드 우드럽 회장의

세 가지 말씀에서 발췌한 내용

주님께서는 나나 또는 이 교회의 회장의 직을 맡는 다른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계획에 없습니다. 그러한
일은하나님의뜻가운데들어있지않습니다. 만일내가그러한일을하려고시도한다면, 주
님께서는나를나의지위에서옮기실것이며, 다른어떠한사람이사람의자녀들을하나님의
계시와그들의의무에서떠나가게하여잘못된길로인도하려고시도한다면, 그사람도주님
께서그같이하실것입니다. (제육십일차교회반연차대회, 1890년10월6일월요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1890년10월11일데저렛이브닝뉴스2쪽에보도.)

누가 살든지 누가 죽든지 또는 누가 이 교회를 인도하도록 부름을 받든지는 문제가 아닙
니다. 그들은전능하신하나님의영감으로교회를인도해야만합니다. 만일그들이그러한방
법으로하지않는다면, 그들은전혀교회를인도할수없을것입니다. …

나는 최근에 몇 가지 계시를 받았는데, 내게 매우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선언문이라고 부르는 것을 상기시켜 드
리고싶습니다. …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후기 성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말씀하시기를만일그들이내가그들에게말하는것에귀를기울이며제시된질문에영
과하나님의권능으로대답한다면, 그들은이문제에관하여모두똑같이대답하고모두똑같
이믿으리라하셨습니다.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후기 성도가 추구해야 할 가장 현명한 길은 어느 것인가－복수결
혼을 금하는 국가의 법률과 육천만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모든 성전의 몰수와 상실, 그리
고 그 곳에서 행해지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모든 의식의 중지, 그리고 제일회장단과 십이

358공식선언－1



359 공식선언－1

사도와교회내의가장들의투옥, 그리고백성들의개인재산의몰수라는대가를지불하면서
(이 모든 일 그 자체로써 이의 실행은 중지되겠지만) 복수결혼을 실행하려고 계속 시도할 것
인가, 그렇지않으면이원리를고수함으로써지금까지우리가행하였고고통을받아왔으니
그 실행을 그만두고 법률에 복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가장들을 가정
에있게하고, 그리하여그들이백성을가르치며교회의일을수행할수있게하고, 또한성전
이성도의손에남아있게하며, 그리하여그들이산자와죽은자를위한복음의의식을수행
할수있게할것인가?

주님께서는우리가이실행을중지하지않으면어떤일이일어날것인가를시현과계시로
써 내게 정확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를 중지하지 않았다면, 로간의 이 성전에 있는
사람 중 어떠한 사람도 … 여러분은 사용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온 땅 전역에
걸쳐모든의식은중지되었을것이기때문입니다. 이스라엘전역에걸쳐혼란이지배했을것
이며많은사람이죄수가되었을것입니다. 이시련은온교회에닥쳤을것이며, 우리는강제
적으로 이 실행을 중지당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 같은 모양으로 중지
당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방법으로 중지하여 우리의 선지
자들과사도들과가장들을자유인으로있게하고성전이백성의손에남아있게하여죽은자
들이구속을받을수있게할것인가하는것입니다. 수많은사람들이이미이백성에의해서
영의세계에있는영옥에서구원을받았는데이일을계속할것입니까? 아니면중지할것입니
까? 이것이내가후기성도앞에내놓는질문입니다. 여러분은스스로판단해야합니다. 나는
여러분스스로가그질문에대답하시기를원합니다. 나는이질문에대답하지않겠습니다. 그
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거니와 만일 우리가 취한 길을 취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정
확히우리가한백성으로서처하게되었을바로그상태라는것입니다.

…나는무슨조치를취하지않으면정확히무슨일이일어날것인가를보았습니다. 이영
은오랫동안나에게임해있었습니다. 그러나나는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내가한일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명하지 않으셨더라면 나는 모든 성전을 우리 손에서
떠나가게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며, 나 자신도 감옥에 가고 다른 사람도 모두 거기에 가게
했을것입니다. 때가이르러내가그일을하도록명을받았을때모든것이내게는분명했습
니다. 나는주님앞으로갔고주님께서내게기록하라고말씀하시는것을기록하였습니다. …

나는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생각하시도록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주님께서
는우리와함께일하고계십니다. (1891년11월1일일요일유타주로간캐쉬스테이크대회.
1891년11월14일주간데저렛에보도.)

이제 나는 내게 나타내 주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에 있어서 행하신 바를 여러분에
게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그선언이주어지지아니하였더라면, 전능하신하나님께서사
심같이이모든일들은일어났을것입니다. 그러므로하나님의아들은자기마음속에있는여
러가지목적을위하여그것을교회와세상에발표하기를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시온의설
립을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이성전을마무리할것을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산자와죽은
자의구원이이여러산들의골짜기에서주어질것을명하셨습니다. 그리고전능하신하나님
께서 악마가 이를 방해하지 말 것을 명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것이그일에대한한가지열쇠입니다. (1893년 4월솔트레이크성전제6차헌납식에서하
신말씀에서. 유타주솔트레이크시티, 교회역사부기록보관소. 헌납식타자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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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제위,

1978년 9월 30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48차 반연차 대회에서
교회의 제일회장단 제일 보좌인 엔 엘돈 태너 회장에 의하여 다음 사항이 제
출되었다.

금년 6월 초에 제일회장단은 신권과 성전 축복을 교회의 합당한 모든 남성
회원에게주라는계시를스펜서더블류킴볼회장이받았음을발표하였다. 킴
볼 회장은 나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 대회에서 발표할 것을 부탁하였다.
거룩한성전에있는성스러운방에서오랜명상과기도를한후에그에게임한
이계시를받고나서그는그것을그의보좌들에게전하였으며, 보좌들은이계
시를 받아들이고 승인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것은 십이사도 정원회에 전달되
었고, 그들은만장일치로그것을승인하였으며, 이어서다른모든총관리역원
들에게도전달되었고, 그들도역시똑같이만장일치로그것을승인하였다.

킴볼회장은내가지금이편지를낭독할것을요청하였습니다.

1978년6월8일
전세계에있는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의모든총관리및지역관리신
권역원에게,

사랑하는형제여러분,
지상에서주의사업이확장되고있음을보면서우리는많은나라의사람들

이 회복된 복음의 메시지에 응답하여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교회에 가입하고
있는데대해감사드려왔습니다. 한편이사실은우리에게영감을주어, 복음
이 주는 모든 특권과 축복을 합당한 교회 회원 모두에게 주고자 하는 소망을
품게하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영원하신계획중에언젠가는합당한우리의형제모두가신권을
받게되리라고우리전에있었던교회의선지자들과회장들이한약속을알기
때문에, 신권이 유보되어 온 사람들의 충실함을 보고서, 우리는 이들 우리의
충실한 형제들을 위하여 오랫동안 간절히 탄원하였고, 성전의 다락방에서 많
은시간을보내며주께간구하며하나님의인도를구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충실하고 합당한
남자가 거룩한 신권과 함께 그 하나님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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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사랑하는이들과함께성전의축복을포함하여거기에서비롯되는모
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오래 전부터 약속된 그 날이 바야흐로 이르렀음을 계
시로써확인해주셨습니다. 따라서교회의모든합당한남성회원은인종이나
피부색에관계없이신권에성임될수있습니다. 신권지도자들은아론신권이
나멜기세덱신권에성임될모든후보자들을주의깊게접견하여그들이합당
성에대하여이미수립되어있는표준을충족시키고있는지확인하는정책을
따라주시기바랍니다.

우리는주께서그의권세를부여받은종들의음성에귀를기울이며복음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준비할 온 세상에 있는 그의 모든 자녀
들의축복을위한그의뜻을이제알게하셨음을엄숙히선언하는바입니다.

여러분의진실한,

제일회장단

스펜서더블류킴볼
엔엘돈태너
매리온지롬니

스펜서 더블류 킴볼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회장으로인정하여우리는율법을비준할권능이있는회중으로서이
계시를주의말씀과뜻으로받아들일것을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분은모두
오른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
은방법으로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표결에의해서위의동의가만장일치로찬성되었다.

1978년9월30일유타주솔트레이크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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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값진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신앙과 교리에 관한 많은
중요한 사항들을 다룬 귀중한 자료들 중에서 뽑아 모은 것이다. 이 자

료들은선지자조셉스미스가만들었으며그의생전에교회의정기간행물에
게재되었다.

값진 진주라는 표제가 붙은 최초의 자료집을 만든 사람은, 1851년 그 당시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이었으며 영국 선교부장이었던 프랭클린 디 리차즈 장
로였다. 이 자료집의 목적은 조셉 스미스 시대에 제한된 회원들만이 읽을 수
있었던 몇 가지 중요한 글들을 사람들이 좀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이었다. 유럽과 미국에서 교회 회원이 늘어남에 따라 이 자료들의 이용의 필
요성도 증가하게 되었다. 값진 진주는 널리 사용되게 되었고 뒤이어 1880년
10월 10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연차 대회에서 대관장단의 의결에 의하
여교회의표준경전의하나가되었다.

교회의 필요에 따라 내용에 몇차례 개정이 있었다. 1878년에 초판에는 실
리지않았던모세서의일부분이추가되었다. 1902년에는교리와성약에중복
게재되어 있던 값진 진주의 몇 부분이 삭제되었다. 1902년에 각주가 있는 장
과절로정리되었다. 1921년에처음으로한쪽을두단으로나누고색인을첨
가하여출판하였다. 1976년4월까지또다른변경이없다가두편의계시가추
가되었다. 1979년에 이 두 편의 계시는 값진 진주에서 옮겨져 교리와 성약에
포함되었는데그것이현재의137편과138편이다. 현재의판에는내용을초기
기록과일치시키기위한몇가지변경이있었다.

다음은현재의내용에대한간략한소개이다.
모세서선집.조셉스미스역성경의창세기에서발췌한것으로, 이번역은

그가1830년6월에시작하였다(교회사1:98~101, 131~139).
아브라함서.1835년조셉스미스의손에들어온몇장의애굽파피루스에서

번역한것으로족장아브라함의글이실려있다. 번역문은1842년3월1일부터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타임즈 앤드 시즌즈 지에 연재되었다(교회사
4:519~534).

조셉 스미스－마태. 조셉 스미스 역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에서 발췌한 것
(신약전서의 번역에 착수하라는 하나님의 지시에 대해서는 교리와 성약
45:60~61을보라).

조셉 스미스－역사. 조셉 스미스의 공식적인 증언과 역사의 발췌문. 그는
이것을 1838년에 준비하여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타임즈 앤드 시즌즈 지에
1842년3월15일부터연재하였다(교회사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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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앙개조. 웬트워스 서한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교회약사와함께1842년 3월 1일타임즈앤드시즌즈지에게재된조셉
스미스의성명문(교회사4:53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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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1830년6월)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에게 나타내
심－모세가변형됨－사탄이그를상
대함－모세는 사람이 사는 많은 세
상을 봄－무수한 세상이 아들에 의
하여창조되었음－하나님의일과영
광은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
다주는것임.

모세가 심히 높은 산에 이끌려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ㄱ모

세에게ㄴ하신말씀이니
2 그는 ㄱ얼굴을 마주하여 하나님

을 ㄴ보았고그와대화하였으며, 하나
님의 ㄷ영광이 모세 위에 임하더라.
그러므로 모세는 주의 임재하심을
ㄹ견딜수있더라.

3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
하여 이르시되, 보라, 나는 ㄱ전능한

주하나님이요, ㄴ무궁이나의이름이
니라. 이는 나에게는 시작하는 날이
나 끝나는 해도 없음이니, 이것이 무
궁이아니냐?

4 그리고 보라, 너는 내 아들이니
라. 그러므로 ㄱ보라, 그리하면 나는
나의ㄴ손으로지은것을네게보여주
려니와모두는아니니라. 나의 ㄷ일은
ㄹ끝이 없으며, 나의 ㅁ말도 그러하도
다. 이는 그것들이 결코 그치지 아니
함이니라.

5 그런즉아무도나의모든영광을
보지 아니하고서는 나의 모든 일을
볼 수가 없고, 또 아무도 나의 모든
영광을 보고, 그 후에 땅에서 육신으
로남아있을수가없느니라.

6 그리고 내 아들 모세야, 나는 네
가 해야 할 일을 갖고 있도다. 너는
나의 ㄱ독생자를 ㄴ닮았나니, 나의 독
생자는 현재나 미래에도 ㄷ구원자라,
이는 그가 ㄹ은혜와 ㅁ진리로 충만함

모세서 선집

1830년 6월~1831년 2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된 성경의 번역문
에서발췌한것임.

1 1ㄱ 안내모세.
ㄴ 앨 12:30; 모세 1:42.

2ㄱ 민 12:6~8; 신 34:10;
교성 17:1.

ㄴ 출 3:6; 33:11; 
요 1:18; 6:46; 
이더 3:6~16; 
모세 1:11. 
조성,출 33:20, 23.

ㄷ 신 5:24; 
모세 1:13~14, 25. 
안내영광.

ㄹ 안내변형.

3ㄱ 계 11:17; 19:6; 
니전 1:14; 121:4. 
안내하나님, 신회.

ㄴ 사 63:16; 
교성 19:9~12; 
모세 7:35. 
안내무궁.

4ㄱ 모세 7:4.
ㄴ 모세 7:32, 35~37.
ㄷ 시 40:5; 

교성 76:114.
ㄹ 시 111:7~8; 

모세 1:38.

ㅁ 니후 9:16; 
교성 1:37~39. 
안내하나님의 말씀.

6ㄱ 안내독생자.
ㄴ 창 1:26; 

이더 3:14~15; 
모세 1:13~16.

ㄷ 안내구주.
ㄹ 요 1:14, 17; 

앨 13:9. 
안내은혜.

ㅁ 모세 5:7.



이니라. 그러나 나 외에는 하나님이
ㅂ없고 만물은 나와 함께 있나니, 이
는 내가 그 모든 것을 ㅅ알고 있음이
니라.

7 그리고 이제 보라, 나의 아들 모
세야, 이한가지를내가네게보여주
노니, 이는네가세상에있음이니, 이
제내가그것을네게보여주노라.

8 그리고이렇게되었나니, 모세가
바라보고, 그가 지음을 받아 사는
ㄱ세상을보았더라. 그리고모세는세
상과 그 종말을 ㄴ보았고, 현재 지음
을 받으며 또 지음을 받았던 모든 사
람의 자녀들을 보았고, 이 일들에 대
하여크게ㄷ놀라고기이히여겼더라.

9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모
세에게서 물러가매, 그의 영광이 모
세 위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에 모세
는홀로있게되었고, 홀로있게되자
그는땅에쓰러졌더라.

10 또 이렇게 되었나니, 모세가 사
람이가진본래의 ㄱ힘을다시얻기까
지 많은 시간이 지났더라. 그리고 그
가 스스로에게 이르기를, 이제 이 일
로말미암아나는사람이 ㄴ아무것도
아님을아나니, 이일은내가결코생
각해본적이없도다.

11 그러나 이제 내 자신의 눈으로
ㄱ하나님을뵈었도다. 그러나이는나

의 ㄴ육에 속한 눈으로가 아니요, 나
의 영적인 눈으로 보았음이니, 이는
나의 육에 속한 눈으로는 볼 수 없었
음이라. 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나는 ㄷ말라 ㄹ죽을 수 밖에 없
었을 것임이로다. 그러나 그의 영광
이내위에있었고나는그의ㅁ얼굴을
뵈었나니, 이는 내가 그의 앞에서
ㅂ변형되었음이라.

1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모세
가 이러한 말을 하였을 때, 보라, ㄱ사
탄이 와서 그를 ㄴ유혹하여 이르되,
사람의아들모세야, 나를경배하라.

13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모세
가사탄을보고이르되, 너는누구냐?
보라, 나는 하나님의 한 ㄱ아들이요
그의 독생자를 닮았나니, 네 영광이
어디 있기에 내가 너를 경배해야 하
리요?

14 이는 보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게임하시고내가그앞에서 ㄱ변형되
지 아니하였으면, 나는 그를 바라볼
수 없었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는 육
에 속한 사람으로서 너를 바라볼 수
있도다. 분명히그렇지아니하냐?

15 나의하나님의이름을찬송하리
로다. 이는 그의 영이 내게서 온전히
물러가지 아니하였음이라, 그것도
아니라면 너의 영광은 내게 어둠이

2모세서 1:7~15

6ㅂ 왕상 8:60; 
사 45:5~18, 21~22.

ㅅ 니전 9:6; 니후 9:20; 
앨 18:32; 교성 38:1~2. 
안내전지.

8ㄱ 모세 2:1.
ㄴ 모세 1:27.
ㄷ 시 8:3~4.

10ㄱ 단 10:8, 17; 니전 17:47;

앨 27:17; 조역 1:20.
ㄴ 단 4:35; 힐 12:7.

11ㄱ 안내하나님, 신회.
ㄴ 모세 6:36; 

교성 67:10~13.
ㄷ 출 19:21.
ㄹ 출 20:19.
ㅁ 창 32:30; 

모세 7:4.

ㅂ 마 17:1~8. 
안내변형.

12ㄱ 모세 4:1~4. 
안내악마.

ㄴ 모세 6:49. 
안내유혹하다, 유혹.

13ㄱ 시 82:6; 요1 3:2; 
히 12:9.

14ㄱ 안내변형.



3 모세서 1:16~25

라, 그 영광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내가 너와 하나님을 구별할 수 있나
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을 ㄱ경배하라. 너는 나만을
ㄴ섬겨야하느니라하셨음이니라.

16 사탄아, 이곳에서물러가라. 나
를 속이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나의독생자를 ㄱ닮
았도다하시고,

17 또한 불붙은 ㄱ떨기나무에서 나
를 부르실 때에 내게 여러 가지 계명
을 주시며 이르시기를, 나의 독생자
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ㄴ부르고 나를
경배하라하셨음이니라.

18 그리고 또 모세가 이르되, 나는
하나님 부르기를 그치지 아니하리
니, 나는 그에게 물어볼 다른 일들이
있느니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있었음이라, 그런즉 나는 그와 너를
구별할 수 있느니라. 사탄아, 여기에
서떠나가라.

19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 말을 하
자, 사탄이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서
고함치며명하여이르기를, 내가 ㄱ독
생자니나를경배하라하더라.

2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모세가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하더니, 그가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에 그는 ㄱ지옥
의 참담함을 보았더라. 그럼에도 불
구하고 하나님을 ㄴ부름으로써, 그가
힘을 얻더니, 이에 그가 명하여 이르

기를, 사탄아, 내게서떠나가라. 이는
이 한 하나님만을 내가 경배할 것임
이니, 이는영광의하나님이시니라.

21 이에이제 ㄱ사탄이떨기시작하
더니, 땅이흔들렸고, 모세가힘을받
아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기를, 독생
자의 이름으로 이르노니, 사탄아, 이
곳에서떠나라하였더라.

2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사탄
이울며애곡하며이를ㄱ갈며큰소리
를지르고, 이곳곧모세의면전에서
떠나니, 그가그를보지못하였더라.

23 그리고 이제 이 일에 대하여 모
세가 증거하였더라. 그러나 사악함
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가 사람의 자
녀들가운데있지아니하니라.

2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사탄
이 모세의 면전에서 떠났을 때에 모
세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하여 증거
하시는 ㄱ성신으로 충만하여 자기 눈
을들어하늘을보더니,

25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가 또다시 그의 영광을 보았더라. 이
는 그 영광이 그의 위에 있었음이라.
그리고 그가 한 음성을 들었으니, 이
르시기를, 모세야, 너는복이있도다.
이는 나 전능자가 너를 택하였고 너
는 많은 ㄱ물보다 더 강하게 될 것임
이니, 이는 네가 마치 ㄴ하나님인 것
같이그들이네 ㄷ명령에순종할것임
이니라.

15ㄱ 마 4:10. 
안내예배.

ㄴ 삼상 7:3; 
3니 13:24.

16ㄱ 모세 1:6.
17ㄱ 출 3:2.

ㄴ 모세 5:8.
19ㄱ 마 24:4~5.
20ㄱ 안내지옥.

ㄴ 조역 1:15~16. 
안내기도.

21ㄱ 안내악마.

22ㄱ 마 13:41~42; 
모사 16:1~3.

24ㄱ 안내성신.
25ㄱ 출 14:21~22.

ㄴ 출 4:16.
ㄷ 안내권능; 신권.



26 그리고 바라보라, 나는 참으로
네생애끝까지너와함께하리니, 이
는네가나의백성곧나의 ㄱ택한 ㄴ이
스라엘을 ㄷ속박에서 ㄹ건져낼것임이
니라.

27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 음
성이 아직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모
세가 자기 눈을 들어 땅을 보되 참으
로 땅의 모든 것을 ㄱ보았으니, 땅의
티끌 하나도 그가 보지 못한 것이 없
었고 하나님의 영으로써 이를 분별
하였더라.

28 그리고 그는 또한 땅의 주민들
을 보았나니, 그가 보지 못한 영혼은
하나도 없었고, 그는 하나님의 영으
로 그들을 분별하였더라. 그리고 그
들의 수가 많았으니, 참으로 바닷가
모래와같이무수하더라.

29 그리고 그는 많은 육지를 보았
고, 각 육지를 ㄱ땅이라 일컬었으며,
그지면위에주민들이있더라.

30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모세
가 하나님을 불러 아뢰되, 원하옵건
대 내게 말씀하소서. 어찌하여 이것
들이이와같으며무엇으로당신께서
이것들을만드셨나이까하였더라.

31 그리고 보라, 주의 영광이 모세
위에 있었으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그와 ㄱ얼굴을 마주하여
이야기하더라. 이에 주 하나님이 모
세에게이르시되, 내자신의 ㄴ목적이
있어 내가 이것들을 만들었느니라.
여기에 지혜가 있나니, 그것은 내 안
에머물러있느니라.

32 그리고 나의 권능의 ㄱ말씀으로
내가 그것들을 창조하였나니, 말씀
은 나의 독생자요 ㄴ은혜와 ㄷ진리가
충만한자니라.

33 그리고 무수한 ㄱ세상을 내가
ㄴ창조하였고또한나는내자신의목
적이 있어 그것들을 창조하였으며,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들을 창
조하였나니, 이는나의ㄷ독생자니라.

34 그리고 모든 사람들 중에 ㄱ첫
사람을 내가 ㄴ아담이라 일컬었나니,
이는ㄷ많다함이니라.

35 그러나 이 땅과 그 주민들의 기
사만을내가네게주노라. 대저보라,
내 권능의 말씀으로 사라져 버린 세
상이 많으니라. 그리고 현재 존재하
고 있는 것이 많으니, 그것들이 사람
에게는 셀 수 없는 것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만물이 헤아려 지나니, 이는
그것들이 내 것이요, 내가 그것들을
ㄱ알고있음이니라.

3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모세가

4모세서 1:26~36

26ㄱ 안내택하신.
ㄴ 왕상 8:51~53. 

안내이스라엘.
ㄷ 니전 17:23~25.
ㄹ 출 3:7~12.

27ㄱ 교성 88:47; 
모세 1:8. 
안내시현.

29ㄱ 안내지구.
31ㄱ 신 5:4; 모세 1:11.

ㄴ 사 45:17~18; 
니후 2:14~15.

32ㄱ 요 1:1~4, 14; 히 1:1~3;
계 19:13; 야곱 4:9; 
모세 2:1, 5. 
안내예수 그리스도.

ㄴ 시 19:1; 모세 5:7~8.
안내은혜.

ㄷ 안내진리.
33ㄱ 시 8:3~4; 교성 76:24;

모세 7:29~30.
ㄴ 안내창조하다, 창조.
ㄷ 모세 1:6.

34ㄱ 모세 3:7.
ㄴ 아브 1:3. 

안내아담.
ㄷ 모세 4:26; 6:9.

35ㄱ 모세 1:6; 7:36. 
안내전지.



5 모세서 1:37~2:3

주께말씀하여아뢰되, 오하나님, 당
신의 종에게 자비를 베푸사 이 땅과
그 주민과 또한 그 하늘들에 관하여
내게 말씀하여 주소서. 그리하면 당
신의종이만족하겠나이다.

37 이에 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
씀하여이르시되, 그ㄱ하늘들, 그것들
은 많으니, 사람에게는 헤아려질 수
없느니라. 그러나내게는헤아려지나
니, 이는그것들이내것임이니라.

38 그리고 한 땅이 사라지고 그 하
늘들도 그러하면, 그와 같이 또 다른
것이 오리니, 나의 일에는 ㄱ끝이 없
고, 나의말에도끝이없느니라.

39 보라, 사람에게 ㄱ불멸과 ㄴ영생
을 가져다 주는 것－이것이 곧 나의
ㄷ일이요, 나의ㄹ영광이니라.

40 그리고이제내아들모세야, 나
는네가서있는이땅에관하여네게
말하리니, 내가말하는것들을 ㄱ기록
할지니라.

41 그리고 사람의 자녀들이 나의
말을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며,
네가 기록할 책에서 나의 말을 많이
ㄱ빼내어 버리는 그 날에, 보라, 내가
너와ㄴ같은자를또하나일으키리니,
ㄷ나의말이사람의자녀들곧많은믿
는자가운데또다시있게되리라.

42 (이 말은 산에서 모세에게 ㄱ한

것이니, 그 산 이름은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알려지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 말을 네게 일러 주노니, 믿는 자
외에는 아무에게도 이를 보이지 말
라. 참으로그러하도다. 아멘.)

제 2 장

(1830년6월~10월)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
심－모든생명의형태가창조됨－하
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다른모든것을다스리게하심.

그리고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모
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가 네게 이 ㄱ하늘과 이 ㄴ땅에 관하여
ㄷ계시하노니, 내가하는말을기록하
라. 나는 시작과 끝이요 ㄹ전능한 하
나님이니라. 나의 ㅁ독생자로 말미암
아내가이것들을 ㅂ창조하였나니, 참
으로 태초에 내가 하늘과 네가 서 있
는땅을창조하였느니라.

2 그리고 ㄱ땅은 형체가 없었고 공
허하였으며, 내가 흑암을 깊음 위에
올라오게 하였고, 나의 영은 수면 위
를 운행하였느니라. 이는 내가 하나
님이됨이니라.

3 그리고 나 하나님이 이르되, ㄱ빛

37ㄱ 아브 4:1. 
안내하늘.

38ㄱ 모세 1:4.
39ㄱ 안내불멸의, 불멸.

ㄴ 안내영생.
ㄷ 롬 8:16~17; 

니후 2:14~15. 
안내구속의 계획.

ㄹ 안내영광.

40ㄱ 니후 29:11~12.
41ㄱ 니전 13:23~32; 

모세 1:23.
ㄴ 니후 3:7~19.
ㄷ 니전 13:32, 39~40;

교성 9:2.
42ㄱ 모세 1:1.
2 1ㄱ 안내하늘.

ㄴ 모세 1:8.

ㄷ 모세 1:30, 36.
ㄹ 안내하나님, 신회－

아버지 하나님.
ㅁ 안내독생자.
ㅂ 안내창조하다, 창조.

2ㄱ 창 1:2; 아브 4:2.
3ㄱ 교성 88:6~13. 

안내빛, 그리스도의 빛.



이있으라하매, 빛이있었느니라.
4 그리고 나 하나님이 그 빛을 보

니, 그 빛이 ㄱ좋았더라. 또 나 하나님
이빛을어둠으로부터나누었느니라.

5 그리고나하나님이빛을낮이라
일컬었고 어둠을 내가 밤이라 일컬
었느니라. 이를 나는 나의 권능의
ㄱ말씀으로 행하였으며, 내가 ㄴ말한
대로 이루어졌느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되니, 이는첫째ㄷ날이더라.

6 그리고 또, 나 하나님이 이르되,
물 가운데 ㄱ궁창이 있으라 하매, 내
가말한대로그렇게되니라. 또내가
이르되, 궁창으로 물과 물이 나뉘게
하라하매, 그렇게되니라.

7 그리고나하나님이궁창을만들
고 ㄱ물, 참으로 궁창 아래의 큰 물과
궁창위의물로나누니, 내가말한대
로그렇게되니라.

8 그리고 나 하나님이 궁창을 ㄱ하
늘이라 일컬었고, 저녁이 되며 아침
이되니, 이는둘째날이더라.

9 그리고 나 하나님이 이르되, 천
하의 물이 ㄱ한 곳으로 모이라 하매,
그대로 되니라. 또 나 하나님이 이르
되, 마른 육지가 있으라 하매 그대로
되니라.

10 그리고 나 하나님이 마른 육지
를 ㄱ땅이라일컬었고모인물을내가
바다라 일컬었더라. 그리고 나 하나
님이보니, 내가만든모든것이좋았
더라.

11 그리고 나 하나님이 이르되, 땅
은 ㄱ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그 종류대로 그리고 씨 있는
열매맺는나무를땅에내라하매, 내
가말한대로그렇게되니라.

12 그리고 땅이 풀과 씨 맺는 모든
채소를그종류대로, 씨가진열매맺
는나무를그종류대로내었고, 나하
나님이보니, 내가만든모든것이좋
았더라.

13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날이더라.

14 그리고 나 하나님이 이르되, 하
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밤과
낮이 나뉘게 하라. 또 그것들로 징조
와계절과날과해를이루게하라.

15 또 그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
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매, 그대로
되니라.

16 그리고 나 하나님이 큰 광명체
둘을만들고더큰ㄱ광명체로낮을주
관하게 하고 더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하니, 더큰광명체는해요,
더 작은 광명체는 달이더라. 또 별들
도 또한 나의 말에 따라 만들어졌느
니라.

17 그리고나하나님이그것들을하
늘의궁창에두어땅을비추게하며,

18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며, 빛과 어둠이 나
뉘게하니라. 나하나님이보니, 내가
만든모든것이좋았더라.

6모세서 2:4~18

4ㄱ 창 1:4; 아브 4:4.
5ㄱ 모세 1:32.
ㄴ 고후 4:6.
ㄷ 창 1:5.

6ㄱ 창 1:6~8.
7ㄱ 아브 4:9~10.
8ㄱ 안내하늘.
9ㄱ 창 1:9; 아브 4:9.

10ㄱ 안내지구.
11ㄱ 창 1:11~12; 

아브 4:11~12.
16ㄱ 창 1:16.



7 모세서 2:19~31

19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날이더라.

20 그리고 나 하나님이 이르되, 물
들은 생명을 가진 움직이는 생물과,
땅위하늘의열린궁창을날수있는
새를번성하도록내라하고,

21 나하나님이큰 ㄱ고래와물들이
번성하도록 내는 움직이는 모든 생
물을그종류대로, 날개있는모든새
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니라. 나 하나
님이보니, 내가창조한모든것이좋
았더라.

22 그리고 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주어이르되, 생육하고 ㄱ번성하
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서번성하라하니라.

23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날이더라.

24 그리고 나 하나님이 이르되, 땅
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하매, 그대로되니라.

25 그리고 나 하나님이 땅의 짐승
을그종류대로, 육축을그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
드니라. 나 하나님이 보니, 이 모든
것이좋았더라.

26 그리고 나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와함께있던나의 ㄱ독생자에게이
르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ㄴ모양대로 사람을 ㄷ만들자 하매, 그
대로 되니라. 그리고 나 하나님이 이
르되,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어다니
는 모든 기는 것을 ㄹ다스리게 하자
하고,

27 나 ㄱ하나님이나의형상대로사
람을 창조하되, 나의 독생자의 형상
대로 내가 그를 창조하였고, 남자와
여자로내가그들을창조하니라.

28 그리고 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
고 ㄱ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
리라하니라.

29 그리고 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온 지면의 씨 맺
는모든채소와씨가진열매맺는모
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ㄱ먹을거리가되리라.

30 또 내가 생명을 주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깨끗한 채
소를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니, 내가
말한대로그렇게되니라.

31 그리고 나 하나님이 내가 만든
모든것을보니, 보라, 내가만든모든
것이심히ㄱ좋았더라. 저녁이되며아
침이되니, 이는ㄴ여섯째날이더라.

21ㄱ 창 1:21; 
아브 4:21.

22ㄱ 창 1:22~25; 
아브 4:22~25.

26ㄱ 안내예수 그리스도.
ㄴ 창 1:26~27; 

모세 6:8~10; 

아브 4:26~27.
ㄷ 안내창조하다, 창조.
ㄹ 창 1:28; 모세 5:1; 

아브 4:28.
27ㄱ 안내하나님, 신회.
28ㄱ 모세 5:2.
29ㄱ 창 1:29~30; 

아브 4:29~30.
31ㄱ 창 1:31; 

교성 59:16~20.
ㄴ 출 20:11; 

아브 4:31.



제 3 장

(1830년6월~10월)
하나님은 만물이 땅 위에 육에 속하
기 이전에 그것들을 영적으로 창조
하셨음－하나님이 사람, 곧 최초의
육신을땅에창조하셨음－여자는남
자를돕는배필임.

이같이 천지와 그 가운데 ㄱ만물이
다 ㄴ이루어지니라.

2 그리고일곱째날에나하나님이
나의 일과 내가 짓던 모든 것을 마치
니라. 그리고 내가 ㄱ일곱째 날에 나
의 모든 일에서 ㄴ안식을 취하니라.
내가 짓던 모든 것을 마치고 나 하나
님이보니, 그것들이좋았더라.

3 그리고나하나님이일곱째날을
ㄱ복 주어 성결케 하였으니, 이는 나
하나님이 그 창조하고 짓던 나의 모
든 ㄴ일을 마치고 이 날에 안식을 취
하였음이니라.

4 그리고 이제, 보라, 내가 네게 이
르노니, 나 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
던 날에, 그것들이 창조될 때의 천지
의내력이이러하니,

5 곧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ㄱ전이었고또들의모든채소도자라
기 전이었느니라. 이는 내가 말한 만

물이 지면에 육에 속하기 이전에 나
주 하나님이 그것들을 ㄴ영적으로
ㄷ창조하였음이니라. 이는나주하나
님이 지면에 비가 내리게 하지 아니
하였음이니라. 나 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자녀들을 ㄹ창조하였으나 ㅁ땅
을 갈 사람은 아직 아니하였나니, 이
는 ㅂ하늘에서 내가 그들을 ㅅ창조하
였고, 아직 육을 가진 자가 땅 위에
없었고 물 속에도 없었고 공중에서
도없었음이니라.

6 그러나 나 주 하나님이 말하매,
ㄱ안개가땅에서올라와땅의온표면
을적셨더라.

7 그리고 나 주 하나님이 땅의 ㄱ흙
으로 사람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
어 넣으니, ㄴ사람이 ㄷ생령이 된지라,
땅 위에 ㄹ첫 육신을 가진 자요 첫 사
람이 되었더라. 그러할지라도 만물
은 이전에 창조되었으되, 나의 말에
따라 영적으로 그들은 창조되고 지
음을받았느니라.

8 그리고 나 주 하나님이 동쪽 ㄱ에
덴에 동산을 만들고 내가 지은 사람
을거기에두니라.

9 나주하나님이그땅에서사람이
보기에아름다운모든나무가저마다
자연적으로 자라게 하니, 사람이 그
것을볼수있더라. 그리고그것도또

8모세서 3:1~9

3 1ㄱ 창 2:1; 아브 5:1.
ㄴ 안내창조하다, 창조.

2ㄱ 안내안식일.
ㄴ 창 2:2~3; 아브 5:2~3.

안내안식.
3ㄱ 모사 13:19.
ㄴ 출 31:14~15.

5ㄱ 창 2:4~5; 
아브 5:4~5.

ㄴ 아브 3:23; 
교성 29:31~34. 
안내영적 창조.

ㄷ 모세 6:51.
ㄹ 안내영.
ㅁ 창 2:5.
ㅂ 안내하늘.
ㅅ 안내사람,

사람들－사람, 하늘

아버지의 영의 자녀.
6ㄱ 창 2:6.
7ㄱ 창 2:7; 

모세 4:25; 6:59; 
아브 5:7.

ㄴ 안내아담.
ㄷ 안내영혼.
ㄹ 모세 1:34.

8ㄱ 안내에덴.



9 모세서 3:10~23

한 생령이 되었더라. 이는 내가 그것
을창조한날에그것이영적이었음이
라, 이는 나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한
영역 안에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음
이니, 참으로 사람이 사용하도록 내
가 예비한 모든 것이 그러하니라. 또
사람이 보니, 그것이 먹기에 좋았더
라. 그리고나주하나님이동산가운
데 또한 ㄱ생명나무도 심고 또한 ㄴ선
악을알게하는나무도심었더라.

10 그리고 나 주 하나님이 강 하나
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
게 하였나니 거기에서 그것이 갈라
져네ㄱ근원이되었더라.

11 그리고 나 주 하나님이 첫째의
이름을 비손이라 하였고, 그것은 하
윌라온땅을둘렀으며, 거기에나주
하나님이많은금을창조하였느니라.

12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베델리
엄과호마노도있더라.

13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하
였나니, 에디오피아온땅을둘렀고

14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니,
앗수르 동쪽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15 그리고 나 주 하나님이 그 사람
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가꾸며지키게하고,

16 나 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
하여 이르되,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
매는네가임의로먹되,

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는 먹지 말라. 그러할지라도 네가 스
스로 ㄱ택할 수 있나니, 이는 그 일이
네게 주어졌음임이니라. 그러나 내
가 그것을 금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네가그열매를먹는 ㄴ날에는반드시
ㄷ죽을것임이니라하니라.

18 그리고 나 주 하나님이 나의
ㄱ독생자에게이르되, 사람이혼자사
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런즉 내가
그를 위하여 ㄴ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니라.

19 그리고 흙으로 나 주 하나님이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짓
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려고
그에게로 나아오라 명하였더라. 또
그것들도 또한 생령이더라. 이는 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
었음이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대로 그것이 그 이름이 되리라 명하
였음이니라.

20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
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
라. 그러나 아담에게는 그를 위하여
돕는배필이없더라.

21 이에 나 주 하나님이 아담을 깊
이 잠들게 하니, 그가 잠들매, 내가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그
대신채우고,

22 나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취
한그갈빗대로 ㄱ여자를만들고그를
남자에게로이끌어오니,

23 아담이이르되, 이는내뼈중의

9ㄱ 안내생명나무.
ㄴ 창 2:9.

10ㄱ 창 2:10.
17ㄱ 모세 7:32. 

안내선택의지.
ㄴ 아브 5:13.
ㄷ 창 2:17. 

안내사망, 육체적;

필멸의, 필멸.
18ㄱ 안내독생자.

ㄴ 창 2:18; 아브 5:14.
22ㄱ 안내이브; 여인, 여인들.



뼈요 내 살 중의 ㄱ살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부르리라하니라.

24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ㄱ합하여 둘이 ㄴ한 몸
을이룰지로다.

25 남자와 그의 아내가 다 벌거벗
었으나부끄러워하지아니하더라.

제 4 장

(1830년6월~10월)
사탄이어떻게악마가되었는가－그
가 이브를 유혹함－아담과 이브가
타락하여사망이세상에들어옴.

그리고나 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
러 가로되, 네가 나의 독생자의 이름
으로 명하였던 그 ㄱ사탄은 ㄴ태초부
터 있던 자라, 그가 내 앞에 와서 이
르기를－보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
니, 나를보내소서. 내가당신의아들
이 되겠사오며, 내가 온 인류를 구속
하여 한 영혼도 잃지 아니하겠고 또
반드시 ㄷ내가이를행하리니, 그런즉
당신의존귀를내게주소서하니라.

2 그러나 보라, 태초부터 나의 사
랑하는자요 ㄱ택한자였던나의사랑
하는 ㄴ아들이내게이르기를－ㄷ아버

지여, 당신의 ㄹ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ㅁ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
이되기를원하나이다하니라.

3 그런즉 사탄이 나를 거스려 ㄱ모
반하였고, 나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ㄴ선택의지를멸하려하였으며, 또
한 내 자신의 권능을 자기에게 주기
를 구한 까닭에 나는 나의 독생자의
권능으로써 그가 ㄷ쫓겨 나게 하였느
니라.

4 이에 그가 사탄이 되었나니, 그
러하도다, 참으로모든 ㄱ거짓의아비
인 악마라. 사람들을 속이며 눈멀게
하며, 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아니
하는 자마다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
가서포로가되게하였느니라.

5 그런데 이제, 나 주 하나님이 지
은어떤들짐승보다도뱀이더욱 ㄱ간
교하더라.

6 그리고 사탄은 뱀의 마음 속에
그것을넣었고, (이는그가이미많은
자를 이끌어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
였음이라,) 그는 또한 ㄱ이브를 속이
려고 하였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런즉
그는세상을멸하려하였더라.

7 이에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하
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시기를－너희
는 ㄱ동산의모든나무의열매를먹지

10모세서 3:24~4:7

23ㄱ 창 2:23; 
아브 5:17.

24ㄱ 창 2:24; 
교성 42:22; 49:15~16; 
아브 5:17~18.

ㄴ 안내결혼, 결혼하다.
4 1ㄱ 안내악마.

ㄴ 교성 29:36~37.
ㄷ 사 14:12~15.

2ㄱ 모세 7:39; 아브 3:27.
안내예임.

ㄴ 안내예수 그리스도.
ㄷ 안내하나님, 신회－

아버지 하나님.
ㄹ 눅 22:42.
ㅁ 안내영광.

3ㄱ 안내천국 회의.
ㄴ 안내선택의지.

ㄷ 교성 76:25~27.
4ㄱ 니후 2:18; 

교성 10:25. 
안내속임, 속이다, 거짓;
거짓말 함.

5ㄱ 창 3:1; 모사 16:3; 
앨 12:4.

6ㄱ 안내이브.
7ㄱ 안내에덴.



11 모세서 4:8~23

말라하셨느냐. (그리고그는뱀의입
으로말하였더라.)

8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
무의열매를우리가먹을수있으나,

9 네가보는동산중앙에있는나무
의열매는, 하나님이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먹지도 말며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죽을까하노라하셨느니라.

10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반드시죽지아니하리라.

11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는너희 ㄱ눈이밝아져하나님과같이
되어선악을 ㄴ알줄을하나님이아심
이니라.

12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
하고보기에아름다웠으며지혜롭게
할만큼 ㄱ탐스럽기도한나무인지라,
여자가그열매를 ㄴ따먹고또한자기
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13 이에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려
자기들이 ㄱ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
무잎을엮어앞치마를만들었더라.

14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을
ㄱ거닐다가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
을 피하여 가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
은지라.

15 나 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며
그에게이르되, 네가어디로ㄱ가느냐?

16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당
신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벗은 것을 알

았으므로두려워숨었나이다.
17 나 주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

되, 네가 벗었다고 누가 네게 말하였
느냐? 내가 너더러 명하기를 먹지 말
라, 만일 먹으면 반드시 ㄱ죽으리라
한그나무열매를네가먹었느냐?

18 남자가 이르되, 당신께서 내게
주사 나와 함께 하라 명하신 그 여자
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
가먹었나이다.

19 나 주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
되, 네가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이
에 여자가 아뢰되, 뱀이 나를 ㄱ꾀므
로내가먹었나이다.

20 나 주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
축과들의모든짐승보다더욱 ㄱ저주
를 받아 배로 다니겠고, 종신토록 흙
을먹을지니라.

21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가되게하리니, 그는네머리를상하
게할것이요, 너는그의발꿈치를상
하게하리라하고,

22 여자에게 나 주 하나님이 이르
되, 나는 네게 슬픔과 잉태하는 고통
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ㄱ슬픔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사
모하고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고,

23 아담에게 나 주 하나님이 이르
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11ㄱ 창 3:3~6; 모세 5:10.
ㄴ 앨 12:31.

12ㄱ 창 3:6.
ㄴ 안내아담과 이브의

타락.
13ㄱ 창 2:25.
14ㄱ 창 3:8.
15ㄱ 창 3:9.

17ㄱ 모세 3:17.
19ㄱ 창 3:13; 모사 16:3.
20ㄱ 창 3:13~15.
22ㄱ 창 3:16.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나무의 열매
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
주를 받겠고 너는 종신토록 슬픔 가
운데그소산을먹으리라.

24 또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땅
이네게낼것이요, 너는밭의채소를
먹으리라.

25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
굴에 ㄱ땀이 흘러야 음식을 먹으리
니－이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임이
라－이는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
었음이요. 너는 ㄴ흙이니, 흙으로 돌
아갈것이니라하니라.

26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
브라 일컬었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미가 됨이라. 나 주 하나님이 모든
여자 중 첫째를 이같이 일컬었으니,
이는ㄱ많다함이니라.

27 아담을 위하여 또한 그의 아내
를 위하여 나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그들에게 ㄱ입히니라.

28 나 주 하나님이 나의 독생자에
게이르되, 보라, ㄱ사람이선악을 ㄴ아
는 일에 우리 가운데 하나 같이 되었
으니, 그가그의손을내밀어ㄷ생명나
무열매도ㄹ따먹고영생할까하노라.

29 그러므로나주하나님이 ㄱ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
이된땅을갈게하리라.

30 무릇 나 주 하나님이 살아 있는
것같이, 참으로 그와 같이 나의 ㄱ말

은헛되이돌아올수없나니, 무릇내
말이 내 입에서 나간즉 그 말은 반드
시성취되어야하느니라.

31 이리하여 내가 그 사람을 쫓아
내고에덴동산동편에 ㄱ그룹들과두
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지키게하니라.

32 (이것은 내가 나의 종 모세에게
한 말이니, 내가 뜻하는 바와 같이
참되도다. 그리고 내가 네게 이것을
말하였느니라. 삼가 너는 내가 네게
명하기까지, 믿는 자 외에는 아무 사
람에게도 이것을 보이지 말지어다.
아멘.)

제 5 장

(1830년6월~10월)
아담과이브가자녀를낳음－아담이
희생을드리고하나님을섬김－가인
과아벨이태어남－가인이거역하고
사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멸
망이됨－살인과사악함이퍼짐－복
음은태초부터전파됨.

그리고이렇게 되었나니, 나 주 하나
님이 그들을 쫓아낸 후에 아담은 나
주가 그에게 명한 대로 땅을 경작하
고 들의 모든 짐승을 ㄱ다스리며, 이
마에 땀을 흘려 자기의 음식을 먹기
시작하니라. 그리고 그의 아내 이브

12모세서 4:24~5:1

25ㄱ 창 3:17~19. 
안내아담과 이브의 타락.

ㄴ 창 2:7; 모세 6:59; 
아브 5:7.

26ㄱ 모세 1:34; 6:9.
27ㄱ 안내단정.

28ㄱ 창 3:22. 
안내사람, 사람들－사람,
하늘 아버지처럼 될
잠재성.

ㄴ 안내지식.
ㄷ 창 2:9; 니전 11:25; 

모세 3:9. 안내생명나무.
ㄹ 앨 42:4~5.

29ㄱ 안내에덴.
30ㄱ 왕상 8:56; 교성 1:38.
31ㄱ 앨 42:3. 안내그룹.
5 1ㄱ 모세 2:26.



13 모세서 5:2~11

도또한그와함께일하였더라.
2 그리고 아담이 그의 아내를 아

니, 그 아내가 그에게 아들과 ㄱ딸들
을 ㄴ낳아주었고 그들이 ㄷ번성하고
땅에충만하기시작하니라.

3 그때로부터 아담의 아들들과
ㄱ딸들이땅에서둘씩나뉘며땅을경
작하며 양 떼를 치기 시작하였고 그
들도또한아들과딸들을낳았더라.

4 그리고아담과그의아내이브가
주의이름을불렀고그들은 ㄱ에덴동
산으로 향한 길에서 그들에게 말하
는 주의 음성을 들었으나, 그를 뵙지
는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ㄴ면전에서차단되었음이니라.

5 그리고 주가 그들에게 주 그들의
하나님을 ㄱ경배하고 그들의 양 떼의
ㄴ첫새끼를주께제물로바치라명하
니, 아담이주의계명에ㄷ순종하더라.

6 여러 날 후에 주의 ㄱ천사가 아담
에게 나타나 이르되, 어찌하여 너는
주께 ㄴ희생을 드리느냐? 한즉, 아담
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것외에는알지못하노라.

7 이에 천사가 말하여 이르되, 이

일은 ㄱ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
지의 독생자의 ㄴ희생하실 ㄷ모형이
니라.

8 그런즉 너는 네가 하는 모든 것
을 아들의 ㄱ이름으로 행할지며, ㄴ회
개하고 영원토록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ㄷ부를지니라하니라.

9 그리고그날에아버지와아들에
대하여 증거하는 ㄱ성신이 아담에게
내려와서 이르되, 나는 태초부터 또
이후로 그리고 영원히 아버지의 ㄴ독
생자니라. 네가 ㄷ타락하였으므로
ㄹ구속될 수 있나니, 온 인류가, 곧 원
하는자마다그러하리라하니라.

10 그리고 그 날에 아담이 하나님
을찬양하고 ㄱ충만하게되어땅의모
든 권속에 관하여 ㄴ예언하기 시작하
여 이르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
리로다. 이는 내 범법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열렸고, 이 생에서 내가 ㄷ기
쁨을 누릴 수 있고 또다시 ㄹ육체로
내가하나님을뵈올것임이니라.

11 이에 그의 아내 ㄱ이브가 이 모
든 것을 듣고 기뻐하며 이르되, 우리
의 범법이 아니었더면 우리가 결코

2ㄱ 교성 138:39.
ㄴ 창 5:4.
ㄷ 창 1:28; 모세 2:28.

3ㄱ 모세 5:28.
4ㄱ 안내에덴.
ㄴ 앨 42:9.

5ㄱ 안내예배.
ㄴ 출 13:12~13; 

민 18:17; 모사 2:3. 
안내장자.

ㄷ 안내순종, 순종하는,
순종하다.

6ㄱ 안내천사.
ㄴ 안내희생.

7ㄱ 모세 1:6, 32. 
안내은혜.

ㄴ 앨 34:10~15. 
안내피.

ㄷ 안내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예표 또는
상징들.

8ㄱ 니후 31:21.
ㄴ 모세 6:57. 

안내회개하다, 회개.
ㄷ 안내기도.

9ㄱ 안내성신.
ㄴ 안내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ㄷ 안내사망, 영적; 아담과
이브의 타락.

ㄹ 모사 27:24~26; 
교성 93:38; 신개 1:3.
안내구속의 계획;
구속하다, 구속받은,
구속.

10ㄱ 안내거듭난,
하나님에게서 난.

ㄴ 교성 107:41~56. 
안내예언, 예언하다.

ㄷ 안내기쁨.
ㄹ 욥 19:26; 니후 9:4.

11ㄱ 안내이브.



ㄴ후손을갖지못하였을것이요, 선과
악, 그리고우리의구속의기쁨, 그리
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 모두에
게 주시는 영생을 결코 알지 못하였
을것이니라하니라.

12 아담과이브가하나님의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딸들에게모든것을ㄱ알게하니라.

13 이에 ㄱ사탄이그들가운데와서
이르되, 나도 또한 하나님의 한 아들
이라 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것을 믿지 말라 하니, 그들이 ㄴ믿
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ㄷ사랑하더라. 그때로부터 사람들은
ㄹ육신에 속하며 육욕적이며 악마와
같이되었더라.

14 그리고 주 하나님은 어디에서
나 ㄱ성신으로써 사람들을 불러 마땅
히회개할것을명하였더라.

15 그리고 아들을 ㄱ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마다 ㄴ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
니하는 자마다 ㄷ정죄를 받으리라 하
였느니라. 이 말은 확고한 법령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아갔나니, 그런
즉,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느
니라.

16 아담과 그의 아내 이브가 하나
님 부르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
리고 아담이 그의 아내 이브를 아니,

이브가 잉태하여 ㄱ가인을 낳고 이르
되, 내가 주께로 말미암아 득남하였
도다. 그런즉 그는 주의 말씀을 거부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보라, 가인
은 듣지 아니하고 이르되, 주가 누구
관대내가알아야하리요하더라.

17 그리고 이브가 다시 잉태하여
그의 동생 ㄱ아벨을 낳았고, 아벨은
주의음성을 ㄴ듣더라. 아벨은양치는
자였으나가인은농사짓는자더라.

18 이에 가인은 사탄을 하나님보
다 더 ㄱ사랑하더니, 사탄이 그에게
명하여이르되, 주께제물을 ㄴ바치라
하니라.

19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되었
나니, 가인은 땅의 소산 가운데서 주
께제물을가져왔더라.

20 아벨 그도 또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져왔더니, 주가 아벨과
그의ㄱ제물을받았으나,

21 가인과그의 ㄱ제물을그가받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사탄이 이를 알
았고 그것은 그를 기쁘게 하였더라.
이에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
하니,

22 주가 가인에게 이르되, 네가 분
하여 함은 어찜이냐? 네 안색이 변함
은어찜이냐?

23 만일네가잘하면너는 ㄱ받아들
여질 것이니라. 만일 네가 잘하지 아

14모세서 5:12~23

11ㄴ 니후 2:22~23.
12ㄱ 신 4:9.
13ㄱ 안내악마.

ㄴ 안내믿지 않음.
ㄷ 모세 6:15.
ㄹ 안내육신에 속한; 육에

속한 사람.

14ㄱ 요 14:16~18, 26.
15ㄱ 안내믿음, 믿다.

ㄴ 안내구원.
ㄷ 교성 42:60. 안내정죄.

16ㄱ 창 4:1~2. 
안내가인.

17ㄱ 안내아벨.

ㄴ 히 11:4.
18ㄱ 교성 10:20~21.

ㄴ 교성 132:8~11.
20ㄱ 안내제물; 희생.
21ㄱ 창 4:3~7.
23ㄱ 창 4:7; 

교성 52:15; 97:8.



15 모세서 5:24~35

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나니, 사탄
이 너를 갖기 원하거니와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나는 너를 넘
겨주리니, 그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네게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너는 그
를다스릴지니라.

24 이는 이때로부터 너는 그의 거
짓의 아비가 될 것임이니, 너는 ㄱ멸
망이라 불리우리라. 이는 너도 또한
세상이있기전에있었음이니라.

25 그리고 장차 이르기를－이 ㄱ가
증함은 가인에게서 왔나니, 이는 그
가 하나님에게서 온 더 큰 권고를 거
절하였음이라 하리니, 이것은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내릴
저주니라하니라.

26 이에 가인이 분하여 하며 다시
는 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고 주
앞에서 거룩하게 걸어가는 자기 동
생아벨의말도듣지아니하더라.

27 이에 아담과 그의 아내는 가인
과 그의 형제들로 말미암아 주 앞에
서애통하더라.

28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가인
은 자기 형제들의 딸들 중 하나를 아
내로 취하였고, 그들은 사탄을 하나
님보다더ㄱ사랑하더라.

29 그리고 사탄이 가인에게 이르
되, 네목으로내게맹세하라. 그리고
만일 네가 이를 말하면 너는 죽으리
라. 또네형제들로하여금이를말하
지 않겠다고 자기 머리와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 맹세하게 하라. 이는 만
일 그들이 이를 말하면, 그들이 반드
시 죽을 것임이니라. 그리고 이는 네
아버지로 하여금 이를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면 오늘 내가 네
동생 아벨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
였더라.

30 그리고 사탄은 가인의 명에 따
라 행하기로 가인에게 맹세하니라.
이에 이 모든 일이 은밀히 행하여졌
더라.

31 그리고 가인이 이르되, 진정 나
는 이 큰 비밀의 지배자인 마한이로
다. 이로써 내가 ㄱ살인하여 이익을
얻으리라 하니라. 그런즉 가인은 지
배자 ㄴ마한이라 일컬어지고 그가 자
신의사악함을자랑으로여기더라.

32 그리고 가인이 들에 나가 자기
동생 아벨과 대화를 나누더라. 그리
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들에 있
을 동안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대적하여일어나그를쳐죽이니라.

33 그리고 가인은 자기가 행한 일
을 ㄱ자랑으로 여기며 이르되, 나는
자유롭도다. 정녕 내 아우의 양 떼가
내손에떨어지는도다하니라.

34 이에 주가 가인에게 이르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아뢰
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ㄱ지키는자니이까?

35 이에 주가 이르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흙에

24ㄱ 안내멸망의 자식들.
25ㄱ 힐 6:26~28.
28ㄱ 모세 5:13.
31ㄱ 안내살인하다.

ㄴ 설명“생각”과“멸하는
자”와“위대한 자”는

“마한”에 분명하게
담겨있는 근본적인

의미가 될 수 있음.
33ㄱ 안내교만; 세상적인 것.
34ㄱ 창 4:9.



서내게호소하느니라.
36 그리고 이제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땅에서저주를받으리니,

37 네가 땅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기운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세상에서 ㄱ도망하며 유리하는
자가되리라.

38 이에가인이주께고하되, 내아
우의 양 떼로 말미암아 사탄이 나를
ㄱ유혹하였고나또한분하였으니, 이
는 당신께서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
나 내 것은 받지 아니하셨음이니이
다. 내 형벌이 너무 무거워 견딜 수
없나이다.

39 보소서. 당신께서 오늘날 주의
얼굴에서 나를 쫓아 내셨사온즉 내
가 주의 얼굴로부터 숨기운 바 되었
으니, 내가 세상에서 도망하며 유리
하는 자가 되겠나이다. 그리고 이렇
게 되리니,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리니, 이
는 이 일들이 주께 숨겨지지 못함이
니다.

40 이에나주가그에게이르되, 누
구든지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일곱
배나 받으리라 하고, 나 주가 가인에
게 ㄱ표를 주어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면하게하니라.

41 이리하여 가인은 주의 ㄱ면전에
서 차단되어 그의 아내와 그의 형제

중많은자들과함께에덴동편놋땅
에거하였더라.

42 그리고 가인이 그 아내를 아니,
그 아내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았고
그가 또한 많은 아들과 딸을 낳으니
라. 그가성을쌓고그아들의이름을
따라그 ㄱ성의이름을에녹이라하였
더라.

43 또 에녹에게 이라드와 또 다른
아들과 딸들이 태어났고, 이라드는
므후야엘과 다른 아들과 딸들을 낳
았고, 므후야엘은 므드사엘과 다른
아들과 딸들을 낳았고 므드사엘은
라멕을낳았더라.

44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씰라더라.

45 그리고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
니, 그는 천막에 거하는 자들의 조상
이 되었고, 그들은 육축을 치는 자였
더라.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이되었으며,

46 씰라는 또한 두발가인을 낳았
으니, 그는놋과쇠를다루는모든장
인의 교사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
아마였더라.

47 라멕이 자기 아내들, 아다와 씰
라에게이르되, 내소리를들으라. 라
멕의아내들이여, 내말을들으라. 나
의 상처로 내가 한 사람을 죽였고 나

16모세서 5:36~47

37ㄱ 창 4:11~12.
38ㄱ 안내 탐욕; 유혹하다,

유혹.
40ㄱ 창 4:15.
41ㄱ 모세 6:49.
42ㄱ 설명 가인의 혈통에

에녹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의 백성
가운데 그 이름으로
일컬어진 도시가
있었음. 이것을 의로운
셋의 혈통인 에녹과

“에녹의 도시”라
일컬어진 그의 도시,
시온과 혼동하지 말 것.



17 모세서 5:48~59

의상함으로한청년을죽였도다.
48 만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일

곱 배일진대, 진실로 라멕을 위하여
는 벌이 ㄱ일흔일곱 배이리로다 하였
더라.

49 이는 라멕이 가인의 방식을 좇
아사탄과ㄱ서약을맺어, 이로써그가
사탄이 가인에게 베푼 저 큰 비밀의
지배자인지배자마한이되었음이라.
그리고에녹의아들이라드가그들의
비밀을알게되어아담의아들들에게
그것을드러내기시작하니라.

50 그런즉, 라멕이 노하여 그를 죽
였으니, 재물을 얻기 위하여 자기 동
생 아벨을 죽인 가인과는 달리 그는
맹세로인하여그를죽였더라.

51 이는가인의시대부터 ㄱ비밀결
사가 있었고, 그들의 행위는 어둠 속
에 있었으며 그들은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알았음이라.

52 그런즉 주가 라멕과 그의 집과,
사탄과 언약을 맺은 모든 자를 저주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
명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며, 이 일
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니, 주는
그들에게 성역을 베풀지 아니하였
고, 그들의 행위는 가증하였으며, 모
든사람의 ㄱ아들들가운데퍼지기시
작하더라. 그리고 그 일이 사람의 아
들들가운데있더라.

53 그리고 사람의 딸들 가운데는

이 일들이 이야기 되지 아니하였나
니, 이는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그
비밀을 말하매 그들이 그를 거역하
여 이 일들을 널리 선포하였고 측은
히여기지아니하였더라.

54 그런즉 라멕이 멸시당하며 내
어 쫓겨났고 이에 그가 죽을까 두려
워하여 사람의 아들들 가운데에 오
지아니하였더라.

55 이같이 하여 ㄱ어둠의 일이 모든
사람의아들들가운데퍼지기시작하
니라.

56 그리고 하나님이 혹심한 저주
로 땅을 저주하였고, 악인들 곧 그가
만드신 모든 사람의 아들들에게 진
노하셨더라.

57 이는 그들이 그의 음성을 들으
려 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ㄱ독생자
곧 절정의 시기에 오리라 그가 선언
하였고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
터 예비된 그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
였음이니라.

58 그리고 이같이 ㄱ복음은 태초부
터 전파되기 시작하였나니, 하나님
의 면전에서 보내심을 받은 거룩한
ㄴ천사들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신의 ㄷ은사로 말미암아 선포되었
느니라.

59 그리고 이같이 모든 일들이 아
담에게거룩한의식으로써확인되었

48ㄱ 창 4:24. 설명 사탄이
가인을 위하여 행한
것보다 그를 위하여 더
행할 것으로 라멕은
뽐내었음. 그가 그렇게
단정한 이유는 49와

50절에 있음.
49ㄱ 안내맹세.
51ㄱ 안내비밀 결사.
52ㄱ 모세 8:14~15.
55ㄱ 안내어둠, 영적; 악한,

악함.

57ㄱ 안내예수 그리스도.
58ㄱ 안내복음.

ㄴ 앨 12:28~30; 
모로 7:25, 29~31. 
안내천사.

ㄷ 안내은사, 성신의.



고, 복음은 전파되었으며, 복음은 세
상 끝날까지 세상에 있으리라고 선
포되었느니라. 과연 그러하였느니
라. 아멘.

제 6 장

(1830년11월~12월)
아담의 후손이 기억의 책을 기록
함－그의 의로운 후손이 회개를 전
파함－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자신을
나타내심－에녹이 복음을 전파함－
구원의 계획이 아담에게 계시되었
음－그는침례와신권을받았음.

그리고ㄱ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
었고 자기 아들들에게 회개하기를
호소하였더라.

2 아담이 다시 그 아내를 아니, 아
내가 아들을 낳으매, 그 이름을 ㄱ셋
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아담은 하나
님의 이름을 찬양하였으니, 이는 그
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더라.

3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셋에게
나타내니, 그가 거역하지 아니하였
으며, 오히려 자기 형 아벨처럼 받을
만한 ㄱ희생을제물로바치더라. 또한

그에게도 아들이 태어났고, 그가 그
의이름을이노스라하였더라.

4 그리고그때에이사람들이주의
이름을 ㄱ부르기시작하였고, 주는그
들에게복을내렸더라.

5 그리고 ㄱ기억의 책이 기록되었
으니, 아담의 언어로 기록되었더라.
이는 ㄴ영감의 영으로써 기록하고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 모두에게 주어
졌음이니라.

6 그들에 의하여 그 자녀들은 읽고
쓰기를가르침받았으며청결하고더
럽혀지지아니한언어를가졌더라.

7 이제 태초에 있던 것과 같은 이
ㄱ신권이 또한 세상의 끝날에도 있으
리라.

8 이제아담이ㄱ성신으로감동되어
이예언을말하였고, 하나님의 ㄴ자녀
의 ㄷ족보가기록되었으니, 이것이아
담의 ㄹ계보의책이라이르기를, 하나
님이사람을창조하시던날에하나님
의모양대로그를지으시되,

9 자기자신의몸의 ㄱ형상대로 ㄴ그
들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들이 창조되어 하나님의 ㄷ발등상 위
의땅에서 ㄹ생령이되던날에그들에
게복을주시고그들의 ㅁ이름을아담
이라일컬으셨더라하였더라.

10 ㄱ아담이일백삼십년을살고자

18모세서 6:1~10

6 1ㄱ 안내아담.
2ㄱ 창 4:25. 

안내셋.
3ㄱ 안내희생.
4ㄱ 창 4:26. 

안내기도.
5ㄱ 아브 1:28, 31. 

안내기억의 책.

ㄴ 안내영감, 영감을 주다.
7ㄱ 안내신권.
8ㄱ 벧후 1:21.
ㄴ 안내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ㄷ 안내계보.
ㄹ 창 5:1.

9ㄱ 창 1:26~28; 

모세 2:26~29; 
아브 4:26~31.

ㄴ 안내사람, 사람들.
ㄷ 아브 2:7.
ㄹ 안내영혼.
ㅁ 모세 1:34; 4:26.

10ㄱ 교성 107:41~56.



19 모세서 6:11~25

기 모양 곧 자기 ㄴ형상과 같은 아들
을낳아이름을셋이라하였더라.

11 아담이 셋을 낳은 후 팔백 년을
지내며많은아들과딸들을낳았으며,

12 아담이 구백삼십 세까지 향수
하고죽었더라.

13 셋은 일백오 년을 살고 이노스
를낳았으며, 그의온생애동안예언
하며 하나님의 길로 자기 아들 이노
스를 가르치니, 그런즉 이노스도 또
한예언하더라.

14 그리고 셋은 이노스를 낳은 후
팔백칠 년을 지내며 많은 아들과 딸
을낳았더라.

15 사람의 자녀들이 온 지면에 아
주 많았더라. 그 시대에 사탄이 사람
들 가운데 영역을 크게 ㄱ확장하였고
그들 마음 속에 맹위를 떨치매, 그때
로부터 전쟁과 피흘림이 있게 되었
고, ㄴ은밀한 일로 인하여 사람의 손
이 자기 자신의 형제를 대적하여 죽
이며권력을구하였더라.

16 셋은 구백십이 세까지 향수하
고죽었더라.

17 이노스는 구십 년을 살고 게난
을 낳았더라. 그리고 이노스와 하나
님의 백성의 나머지는 슐론이라 하
는땅에서나와그가 ㄱ게난이라이름
지은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일컬은
약속의땅에서살았더라.

18 이노스가 게난을 낳은 후 팔백

십오 년을 지내며 많은 아들과 딸을
낳았으며, 구백오 세까지 향수하고
죽었더라.

19 게난은 칠십 년을 살고 마할랄
렐을 낳았으며, 마할랄렐을 낳은 후
팔백사십 년을 지내며 아들과 딸들
을 낳았으며, 구백십 세까지 향수하
고죽었더라.

20 마할랄렐은 육십오 년을 살았
고 야렛을 낳았으며, 마할랄렐은 야
렛을낳은후, 팔백삼십년을지내며,
아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그리고 마
할랄렐은팔백구십오세까지향수하
고죽었더라.

21 그리고 야렛은 일백육십이 년
을 살고 ㄱ에녹을 낳았으며, 에녹을
낳은 후 팔백 년을 지내며 아들과 딸
들을 낳았으며, 야렛은 하나님의 모
든길로에녹을가르쳤더라.

22 이것이 아담의 아들들의 계보
니, 아담은 하나님의 ㄱ아들이요, 하
나님께서친히그와대화하셨더라.

23 그리고 그들은 의의 ㄱ설교자들
이었으니, 말씀하며 ㄴ예언하며, 도처
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ㄷ회개하기를
외쳤고 또 사람의 자녀들에게 ㄹ신앙
을가르쳤더라.

2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
이 구백육십이 세까지 향수하고 죽
었더라.

25 에녹은육십오년을살고 ㄱ므두

10ㄴ 창 5:3; 
교성 107:42~43;
138:40.

15ㄱ 모세 5:13.
ㄴ 안내비밀 결사.

17ㄱ 창 5:10~14; 

교성 107:45, 53.
21ㄱ 창 5:18~24; 

모세 7:69; 8:1~2. 
안내에녹.

22ㄱ 눅 3:38.
23ㄱ 안내선지자.

ㄴ 안내예언, 예언하다.
ㄷ 안내회개하다, 회개.
ㄹ 안내신앙.

25ㄱ 안내므두셀라.



셀라를낳았더라.
26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에녹

이 땅에서 백성 가운데를 여행하더
니, 그가 여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
렀더라.

27 또 그가 하늘에서 나는 한 소리
를들었으니, 이르기를, 내아들에녹
아, 이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그들에
게 이르기를－회개하라. 이는 이같
이 주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이 백성
들에게 ㄱ노하였나니, 나의극렬한진
노가 그들에게 불붙는도다. 대저 그
들의 마음은 완악하여졌고 그들의
ㄴ귀는듣기에둔하며그들의눈은먼
곳을ㄷ볼수없으며,

28 내가 그들을 창조한 날로부터
이 많은 세대 동안 그들은 ㄱ그릇 갔
었고 나를 부인하였으며, 어둠 속에
서 그들 자신의 지혜를 구하였으며,
그들 자신의 가증함으로 살인을 생
각해 냈으며, 내가 그들의 아비 아담
에게 준 여러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
하였음이니라.

29 그런즉그들은스스로거짓 ㄱ맹
세를 하였으며, 자기들의 맹세로 인
하여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그들을 위하여 ㄴ지옥을 예비하
여두었느니라.

30 그리고 이것은 세상이 시작될

때에 곧 그 기초가 놓이던 때부터 내
입에서 내가 내보낸 법령이요, 네 조
상들 곧 나의 종들의 입으로 내가 이
를 포고하였나니, 참으로 그대로 세
상 중에 나아가 그 끝까지 나아갈 것
이라하셨다하라.

31 에녹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주
앞에서 그가 땅에 엎드려 주 앞에 고
하여 아뢰되, 내가 당신의 목전에 은
혜를 입음이 어찜이니이까. 나는 젊
은이일 따름이니이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나를 미워하오니, 이는 내가
말이 ㄱ더딘자임이니이다, 그런즉어
찌내가당신의종이오니까?

32 이에 주가 에녹에게 이르되, 나
아가라. 가서내가네게명한대로행
하라. 아무도 너를 찌르지 못하리라.
네 ㄱ입을 열라. 그리하면 채워지리
니, 내가 너로 말하게 해 주리라. 이
는모든육체가내손안에있음이요,
내 소견에 좋을 대로 내가 행할 것임
이니라.

33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를
지으신 주 하나님을 섬길 것을 너희
는오늘 ㄱ택하라하라.

34 보라나의영이네위에있나니,
그런즉 네 모든 말을 내가 옳다 하리
라. 또 ㄱ산들이 네 앞에서 도망할 것
이요, ㄴ강들이 그 진로를 바꾸리라.
그리고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
면 내가 네 안에 있으리니, 그러므로

20모세서 6:26~34

27ㄱ 교성 63:32.
ㄴ 마 13:15; 

니후 9:31; 
모사 26:28; 
교성 1:2, 11, 14.

ㄷ 앨 10:25; 14:6.

28ㄱ 안내거역.
29ㄱ 안내맹세.

ㄴ 안내지옥.
31ㄱ 출 4:10~16; 

렘 1:6~9.
32ㄱ 교성 24:5~6; 60:2.

33ㄱ 안내선택의지.
34ㄱ 마 17:20.

ㄴ 모세 7:13.



21 모세서 6:35~45

나와ㄷ동행하라.
35 그리고 주가 에녹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되, 진흙을 네 눈에 바르
고 씻으라. 그리하면 너는 보게 되리
라하니, 그가그렇게하니라.

36 그는 하나님이 창조한 ㄱ영들을
보았고또그는 ㄴ육의눈에는보이지
않는 것들을 또한 보았더라. 또 그때
로부터한 ㄷ선견자를주께서이백성
에게 일으키셨다 하는 말이 그 땅에
널리퍼졌더라.

37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에녹
이 그 땅에서 백성 가운데 나아가 작
은 산과 높은 곳에 서서 큰소리로 외
치며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증언하
였더니, 모든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ㄱ화를내었더라.

38 그들이 높은 곳에서 그의 말을
들으려고나아와, 천막지키는자들에
게 이르되, 우리가 선견자를 보려고
저리로나아가는동안너희는이곳에
머물러 천막을 지키라. 이는 그가 예
언함이라. 이 땅에 이상한 일이 있나
니, 한야인이우리가운데왔도다.

39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
이 그의 말을 들을 때에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그의 말을 듣는 자 모두에게 두려움
이 임하였음이라. 이는 그가 하나님
과동행하였음이더라.

40 이에 사람 하나가 그에게 나아
오니, 그의 이름은 마히야라,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누구시오며, 어디에
서 오셨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
해주소서.

41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내
조상의 땅, 오늘에 이르기까지 의의
땅인 게난 땅에서 나왔느니라. 그리
고 나의 부친께서 하나님의 모든 길
로나를가르치셨느니라.

4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게난 땅에서 출발하여 동쪽 바다 가
까이를 지나고 있을 때에 한 시현을
보았는데, 보라, 하늘들을 내가 보
았고, 주께서 나와 말씀하시고 내게
계명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 까닭에
계명을 지키려고 내가 이 말을 전하
노라.

43 에녹이 자기 말을 이어서 이르
되, 나와 말씀하신 주는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시니, 그는 나의 하나님이
시요, 너희 하나님이시며, 너희는 나
의 형제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스스
로의 ㄱ지혜에의지하며, 하늘의하나
님을부인하느냐?

44 하늘들을 그가 만드셨고 ㄱ땅은
그의 ㄴ발등상이요, 그 기초도 그의
것이니라. 보라, 그가 기초를 놓으셨
고 수많은 사람의 무리를 그가 그 지
면에데려오셨느니라.

45 그리고 사망이 우리 조상들에
게 임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아나니, 부인할 수 없
으며, 참으로모든자중의첫사람을

34ㄷ 창 5:24; 모세 7:69. 
안내걷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36ㄱ 안내영적 창조.

ㄴ 모세 1:11.
ㄷ 안내선견자.

37ㄱ 니전 16:1~3.
43ㄱ 잠 1:24~33; 

교성 56:14~15.
44ㄱ 신 10:14.

ㄴ 아브 2:7.



우리가아나니, 곧아담이니라.
46 이는하나님의손가락으로주신

본을 따라 우리가 ㄱ기억의 책을 우리
가운데기록하여왔음이니, 그것은우
리자신의언어로되어있느니라.

47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백성들이 떨며 그의 면전에 서
있을수없더라.

48 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담
이 ㄱ타락하였으므로우리가있고, 그
의타락으로인하여 ㄴ사망이왔으며,
우리는 비참과 애통에 참여하는 자
가되었느니라.

49 보라, 사탄이 사람의 자녀들 가
운데 와서 그들에게 자기를 경배하
도록 ㄱ유혹하였으니, 이에 사람이
ㄴ육신에속하며 ㄷ육욕적이며악마와
같이되었고, 하나님의면전에서 ㄹ차
단되었느니라.

50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
상들에게 모든 사람은 반드시 회개
해야함을알게하셨느니라.

51 그리고 그가 우리 조상 아담을
자기 음성으로 친히 불러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세상을 만들
었고 ㄱ사람이 육으로 있기 ㄴ전에 그
들을지었느니라하시고,

52 그가 또한 그에게 이르시되, 만

일 네가 내게로 돌이켜 내 음성을 듣
고 믿으며, 네 모든 범법을 회개하고
ㄱ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나의 독생자
의 이름 곧 이로써 ㄴ구원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하늘 아래 유
일한 ㄷ이름인 ㄹ예수 그리스도의 이
름으로, 참으로 물로 ㅁ침례를 받으
면, 너는성신의은사를받게되리니,
그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라. 그
리하면 네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지네게주어지리라.

53 이에 우리 조상 아담이 주께 고
하여 아뢰되, 어찌하여 사람은 반드
시회개하고물로침례를받아야하나
이까? 이에 주께서 아담에게 이르시
되, 보라, 나는에덴동산에서의네범
법을ㄱ용서하였느니라하시니라.

54 그리하여 ㄱ하나님의 아들이 원
죄를 ㄴ속죄하였고, 이로써부모의죄
가 ㄷ자녀의 머리에 응답될 수 없나
니, 이는 그들이 창세로부터 온전함
이니라 하는 말이 백성 가운데 널리
퍼졌더라.

55 또 주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자녀가 죄 가운데서 잉
태되는 만큼, 그들이 장성하기 시작
할때에 ㄱ죄가그들마음에잉태되어
ㄴ쓴 것을 맛보게 되나니, 그리하여

22모세서 6:46~55

46ㄱ 안내기억의 책.
48ㄱ 니후 2:25. 

안내아담과 이브의
타락.

ㄴ 안내사망, 육체의.
49ㄱ 모세 1:12. 

안내유혹하다, 유혹.
ㄴ 모사 16:3~4; 

모세 5:13. 안내육신에
속한.

ㄷ 안내육욕적인,
육욕적임.

ㄹ 안내사망, 영적.
51ㄱ 안내사람, 사람들－하늘

아버지의 영의 자녀.
ㄴ 안내영적 창조.

52ㄱ 안내은혜.
ㄴ 안내구원.
ㄷ 행 4:12; 

니후 31:21.

ㄹ 안내예수 그리스도.
ㅁ 3니 11:23~26. 

안내침례, 침례를
베풀다.

53ㄱ 안내용서.
54ㄱ 안내예수 그리스도.

ㄴ 안내속죄하다, 속죄.
ㄷ 모사 3:16.

55ㄱ 안내죄.
ㄴ 교성 29:39. 안내역경.



23 모세서 6:56~63

그들이 선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하
려함이니라.

56 그리고 그들에게 선악을 분별
하도록 허락되나니, 그런즉 그들은
스스로 ㄱ선택의지를 행사하는 자라.
이에 나는 너희에게 다른 율법과 계
명을주었느니라.

57 그런즉 모든 사람은 어디에 있
든지반드시 ㄱ회개해야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왕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음을 네
자녀에게가르치라. 이는 ㄴ부정한것
이 그 곳에 거할 수 없음이니, 곧 그
의 면전에 ㄷ거할 수 없음이니라. 이
는 곧, 아담의 언어로 말하건대, ㄹ거
룩한 사람이 그의 이름이요, 그의 독
생자의 이름은 ㅁ인자, 곧 절정의 시
기에 올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ㅂ재
판관이니라.

58 그러므로 내가 네게 계명을 주
노니, 네 ㄱ자녀들에게 자유롭게 이
일을가르치라. 이르되,

59 범법의 이유로 인하여 타락이
오고, 타락은 사망을 가져오나니, 물
과피와내가만든 ㄱ영으로써너희가
세상에태어나, 그리하여 ㄴ흙에서생

령이된만큼, 참으로그와같이너희
는반드시 ㄷ물과성령으로하늘의왕
국에 다시 ㄹ태어나 피 곧 나의 독생
자의 피로써 깨끗하게 되어야 하나
니, 그리하여 너희가 모든 죄에서 성
결하게 되어 이 세상에서는 영생의
ㅁ말씀을,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
곧 불멸의 ㅂ영광을 ㅅ누리게 하려 함
이니라.

60 이는 ㄱ물로써너희가계명을지
키고 성령으로써 너희가 ㄴ의롭다 함
을 얻고 ㄷ피로써 너희가 ㄹ성결하게
됨이니라.

61 그러므로 그것들이 너희 안에
거하도록 주어지나니, 곧 하늘의 증
거, ㄱ보혜사, 불멸의 영광의 평화로
운것들, 만물에대한진리, 만물에게
생명을 주어 만물을 살리게 하는 것,
만물을 알고 지혜, 자비, 진리, 정의,
심판에 따라 모든 권능을 지니는 것
이니라.

62 이제보라, 내가네게이르노니,
이것이절정의시기에올나의 ㄱ독생
자의피를통하여만민에게주는 ㄴ구
원의계획이니라.

63 그리고보라, 만물은그닮은것

56ㄱ 니후 2:26~27; 
힐 14:29~30. 
안내선택의지.

57ㄱ 고전 6:9~10. 
안내회개하다, 회개.

ㄴ 니전 10:21. 
안내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ㄷ 시 24:3~4; 
니전 15:33~36; 
몰 7:7; 
교성 76:50~62.

ㄹ 모세 7:35. 

안내거룩한 사람.
ㅁ 안내인자.
ㅂ 안내예수 그리스도－

심판자; 공의.
58ㄱ 안내아이, 아이들.
59ㄱ 요1 5:8.

ㄴ 창 2:7; 
모세 4:25; 
아브 5:7.

ㄷ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
ㄹ 안내거듭난,

하나님에게서 난.
ㅁ 요 6:68.

ㅂ 안내해의 영광.
ㅅ 니후 4:15~16; 

앨 32:28.
60ㄱ 모로 8:25.

ㄴ 안내의롭게 됨, 의롭게
되다.

ㄷ 안내피.
ㄹ 안내성결하게 됨.

61ㄱ 안내성신.
62ㄱ 안내독생자.

ㄴ 안내구속의 계획.



이있고만물은나를 ㄱ증거하기위하
여 창조되고 지음을 받았나니, 현세
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거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
이나땅속에있는것이나땅아래있
는 것, 위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나를증거하느니라.

6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
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말씀을 하시
고 나자, 아담이 주께 부르짖었고 그
는주의 ㄱ영에게붙들리어물속으로
이끌려 내려가 ㄴ물 속에 눕히었다가
물밖으로이끌려나왔더라.

65 이같이 그가 침례를 받았고 하
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왔으니, 이
같이 그는 영으로 ㄱ태어났고 ㄴ속 사
람이살아나게되었더라.

66 그리고 그는 하늘에서 나는 한
소리를 들었으니, 이르시기를, 너는
불과 성신으로 ㄱ침례를 받았느니라.
이것은이제로부터영원히아버지와
아들의ㄴ증거니라.

67 그리고 너는 시작하는 날이나
끝나는 해도 없이 모든 영원에서 모
든 영원에 이르기까지 존재한 자의
ㄱ반차를좇는자니라.

68 보라, 너는 내 안에서 ㄱ하나이
니, 곧하나님의한아들이니라. 이같
이 모든 자는 나의 ㄴ아들이 될 수 있
느니라. 아멘.

제 7 장

(1830년12월)
에녹이 가르치고 백성을 인도하며
산들을움직임－시온성이세워짐－
에녹이 인자의 오심과 그의 속죄하
시는 희생과 성도들의 부활을 미리
봄－그는회복, 집합, 재림및시온의
돌아옴을미리봄.

그리고이렇게 되었나니, 에녹이 자
기의 말을 이어 이르되, 보라, 우리
조상 아담이 이 일들을 가르쳤고 많
은자가믿어 ㄱ하나님의아들이되었
으며, 또많은자가믿지아니하여자
기들의 죄 가운데 멸망하였으며, 고
통 가운데에 ㄴ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 같은 분노가 그들에게 쏟
아질 것을 바라보고 있느니라 하였
더라.

2 또 그때로부터 에녹이 예언하기
시작하여 백성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행할 때에 마후야라 하는 곳에 서
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하늘에서 한
소리가 나서 이르되－너는 돌이켜
시므온산에오르라하더라.

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돌
이켜 그 산에 올라갔고, 내가 그 산
위에 섰을 때 하늘들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또 내가 ㄱ영광으로 옷 입었

24모세서 6:64~7:3

63ㄱ 앨 30:44; 
교성 88:45~47.

64ㄱ 안내성신.
ㄴ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

65ㄱ 안내거듭난,
하나님에게서 난.

ㄴ 모사 27:25; 앨 5:12~15.

66ㄱ 교성 19:31. 
안내은사, 성신의.

ㄴ 니후 31:17~18; 
3니 28:11.

67ㄱ 안내멜기세덱 신권.
68ㄱ 요1 3:1~3; 

교성 35:2.

ㄴ 요 1:12; 교성 34:3. 
안내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7 1ㄱ 안내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ㄴ 앨 40:11~14.
3ㄱ 안내변형.



25 모세서 7:4~13

더라.
4 그리고내가주를보았는데그가

내 앞에 서 계셨으며, 마치 사람이
ㄱ얼굴을 마주하여 서로 대화하듯 나
와 말씀하셨고, 그가 내게 이르시되,
ㄴ보라, 내가 많은 세대 동안의 세상
을네게보여주리라하시더라.

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숨 골짜기에서, 보라, 천막에 거하는
큰 백성을 보았는데, 이는 숨 백성이
더라.

6 그리고주께서다시내게이르시
되, 보라 하시기로 내가 북쪽을 바라
보았는데 내가 본 즉, 천막에 거하는
가나안백성이있더라.

7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언
하라 하시기로 내가 예언하여 이르
되, 보라, 수많은 가나안 백성이 숨
백성을 대적하여 전투 대열을 갖추
고 나아갈 것이요, 그들을 도륙하리
니, 그들은 온전히 멸망당할 것이요,
가나안 백성은 그 땅에서 스스로 나
뉠 것이요, 땅은 척박하여 열매를 맺
지 아니할 것이요, 가나안 백성 외에
는 다른 아무 백성도 거기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8 보라, 이는 주께서 뜨거운 열로
그 땅을 저주하실 것이요, 그 척박함
이 영원히 계속될 것임이라. 이에
ㄱ검은 빛깔이 가나안의 모든 자녀에
게 임하매, 그들이 모든 백성 가운데

서멸시를당하더라.
9 그리고이렇게되었나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하시기로 내가
보고, 내가 사론의 땅과 에녹의 땅과
옴너의 땅과 헤니의 땅과 셈의 땅과
하너의 땅과 하나니하의 땅과 거기
에사는모든주민을보았더라.

10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
성에게가서그들에게이르기를－ㄱ회
개하라할지니, 회개하지아니하면두
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들을 쳐
서그들이죽을까하노라하셨느니라.

11 또 그는 나에게 아버지와, ㄱ은
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들과, 아버
지와 아들을 증거하시는 ㄴ성신의 이
름으로 ㄷ침례를 베풀라는 명령을 주
시더라.

1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에녹
이 가나안 백성 외의 모든 백성에게
회개할것을계속하여부르짖으니라.

13 그리고에녹의 ㄱ신앙이심히크
므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
더니, 그들의 원수가 그들을 대적하
여싸우러오매, 그가주의말씀을말
한즉, 그의 명령에 따라 땅이 진동하
고 ㄴ산들이 도망하며, ㄷ강물이 그 진
로에서 돌이키며, 사자의 부르짖음
이 광야에서 들리며, 모든 민족이 심
히 두려워하였나니, 그같이 에녹의
말은 ㄹ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에
게준언어의힘은그처럼컸더라.

4ㄱ 창 32:30; 
신 5:4; 
모세 1:2, 11, 31.

ㄴ 모세 1:4.
8ㄱ 니후 26:33.

10ㄱ 모세 6:57. 

안내회개하다, 회개.
11ㄱ 안내은혜.

ㄴ 안내성신.
ㄷ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

13ㄱ 안내신앙.
ㄴ 마 17:20.

ㄷ 모세 6:34.
ㄹ 안내권능; 신권.



14 또한 바다의 깊음에서 한 땅이
올라왔고 하나님 백성의 원수들의
두려움이 심히 컸던지라, 그들이 도
망하여 멀리 섰다가 바다의 깊음에
서올라온땅위로갔더라.

15 그리고그땅의 ㄱ거인들도또한
멀리 섰더니, 하나님을 거스려 싸우
던모든백성에게저주가임하매,

16 그때로부터 그들 가운데 전쟁
과피흘림이있더라. 그러나주가와
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니, 그들이
의롭게거하더라.

17 주의 ㄱ두려움이모든민족위에
있었나니, 그의 백성에게 임한 주의
영광이 그처럼 컸더라. 그리고 주가
그 땅을 ㄴ축복하니, 그들이 산 위에
서 그리고 높은 곳에서 축복을 받고
번영하더라.

18 그리고 그들이 ㄱ한 마음 한 뜻
이 되어 의롭게 거하며,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으므로 주가 그의
백성을ㄴ시온이라불렀더라.

19 에녹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
롭게 설교하기를 계속하더라. 그리
고 그의 시대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
가 거룩한 성, 곧 시온이라 일컬어지
는한성읍을건설하였더라.

20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에녹
이 주와 말씀하였고 주께 아뢰되, 정
녕 ㄱ시온은 영원토록 안전히 거하리

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주가 에녹에
게 이르되, 시온은 내가 축복하였으
나, 나머지 백성은 내가 저주하였느
니라하였더라.

2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
서 에녹에게 땅의 모든 주민을 보이
시매, 그가 본즉, 보라, 시온은 때가
지남에하늘로 ㄱ들리워가더라. 그리
고 주가 에녹에게 이르되, 나의 영원
한거처를보라하였더라

22 그리고 에녹이 아담의 아들들
인 나머지 백성을 또한 보았는데, 가
인의 후손을 제외한 아담의 모든 후
손이 섞여 있더라. 이는 가인의 후손
이 ㄱ검었으므로그들가운데있을자
리가없음이더라.

23 그리고 시온이 ㄱ하늘로 들리워
간 다음에 에녹이 ㄴ보니, 보라, 땅의
ㄷ모든민족이그의앞에있더라.

24 그리고 여러 세대가 이어서 지
나가더니, 에녹이 참으로 아버지와
인자의 품속에 높이 ㄱ들리웠고, 보
라, 사탄의권세는온지면에있더라.

25 또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
사들을보았고, 또그가큰소리를들
었으니, 이르되, 화 있도다. 땅의 주
민에게화, 화가있도다하더라.

26 또그가사탄을보니, 그가그의
손에큰 ㄱ사슬을가졌는데그것이온
지면을 ㄴ암흑으로가렸고, 그가쳐다

26모세서 7:14~26

15ㄱ 창 6:4; 
모세 8:18.

17ㄱ 출 23:27.
ㄴ 대상 28:7~8; 

니전 17:35.
18ㄱ 행 4:32; 

빌 2:1~4. 

안내단합.
ㄴ 안내시온.

20ㄱ 모세 7:62~63. 
안내새 예루살렘.

21ㄱ 모세 7:69.
22ㄱ 니후 26:33.
23ㄱ 안내하늘.

ㄴ 안내시현.
ㄷ 교성 88:47; 

모세 1:27~29.
24ㄱ 고후 12:1~4.
26ㄱ 앨 12:10~11.

ㄴ 사 60:1~2.



27 모세서 7:27~36

보고웃으니, 그의 ㄷ사자들이기뻐하
더라.

27 또 에녹이 본즉, ㄱ천사들이 하
늘에서 내려와 아버지와 아들에 대
하여 ㄴ증거하더라. 그리고성신이많
은 자에게 내려오매, 그들이 하늘의
권능에 의하여 시온으로 붙들려 올
라가더라.

28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하늘
의 하나님이 나머지 백성을 보시고
울었더라. 그리고 에녹이 그것에 대
하여 증언하였으니, 이르되, 어찌하
여 하늘들이 울며 산 위에 내리는 비
같이눈물을흘리는고?

29 또 에녹이 주께 아뢰되, 당신은
거룩하시며 모든 영원에서 모든 영
원까지 계시는 분이시온대 어찌 ㄱ우
실수있나이까?

30 또 사람이 땅의 티끌 참으로 이
땅과 같은 수백만의 ㄱ땅을 셀 수 있
다 할지라도 그것은 당신의 ㄴ창조의
수의 시작도 되지 못하리이다. 그리
고 당신의 막은 여전히 펼쳐져 있고
아직도 당신은 그 곳에 계시오며, 당
신의 품도 거기 있사옵고, 또한 당신
은 공의로우시며, 당신은 영원토록
자비롭고, 친절하시나이다.

31 또 당신께서는 시온을 모든 영
원에서 모든 영원까지 당신의 모든

창조물에서 당신의 품으로 데려 가
셨사오며 오직 ㄱ평강과 ㄴ공의와 ㄷ진
리만이 당신 보좌의 처소이며, 자비
는 당신을 앞서 나아가며, 끝이 없거
늘어찌당신께서우실수있나이까?

32 주가에녹에게이르되, 이네형
제들을 보라, 그들은 내 ㄱ손으로 지
은 것이니, 내가 그들을 창조하던 날
에그들에게그들의 ㄴ지식을주었고,
에덴동산에서 내가 사람에게 그의
ㄷ선택의지를주었느니라.

33 그리고 네 형제들에게 내가 말
하고 계명도 또한 주기를, 서로 ㄱ사
랑하라 하고, 너희의 아버지인 나를
택하라 하였으나, 보라, 그들은 애정
이 없으며 그들 자신의 혈육을 미워
하느니라.

34 이에나의분노의 ㄱ불이그들을
향하여 불붙었나니, 나의 격렬한 노
여움으로 내가 ㄴ홍수를 들여 보내어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라. 이는 나의
극렬한 진노가 그들을 향하여 불붙
음이니라.

35 보라, 나는 하나님이라, ㄱ거룩
한 사람이 나의 이름이요, 모사가 나
의 이름이요, 무궁과 영원이 또한 나
의 ㄴ이름이니라.

36 그런즉 나는 내 손을 펴서 내가
지은모든창조물을안을수있고, 내

26ㄷ 유 1:6; 
교성 29:36~37.

27ㄱ 안내천사.
ㄴ 안내간증.

29ㄱ 사 63:7~10.
30ㄱ 교성 76:24; 

모세 1:33.
ㄴ 안내창조하다, 창조.

31ㄱ 안내평화.

ㄴ 안내공의.
ㄷ 안내진리.

32ㄱ 모세 1:4.
ㄴ 안내지식.
ㄷ 안내선택의지.

33ㄱ 안내사랑.
34ㄱ 사 30:27; 

나 1:6; 
교성 35:14.

ㄴ 창 7:4, 10; 
모세 8:17, 24. 
안내홍수, 노아 시대의.

35ㄱ 모세 6:57.
ㄴ 모세 1:3.



ㄱ눈은또한그들을꿰뚫을수있거니
와, 내 손으로 지은 모든 것 가운데
네 형제들 가운데 있는 것 같은 큰
ㄴ사악함은 일찍이 있지 아니하였느
니라.

37 그러나 보라, 그들의 죄는 그들
의 조상들의 머리 위에 있으리라. 사
탄이 그들의 아비가 될 것이요, 비참
이그들의운명이될것이요, 온하늘
들이그들곧내손으로지은모든것
으로 인하여 울리라. 그런즉 이들이
고통을 겪을 것을 보면서 하늘들이
어찌울지아니하리요?

38 그러나 보라, 네 눈이 바라보는
이들은 홍수로 멸망하리라. 또 보라,
내가 그들을 가두어 두리니, 한 ㄱ옥
을 내가 그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었
느니라.

39 그리고 내가 택한 ㄱ자가 내 앞
에서 탄원하였느니라. 그런즉 그가
그들의 죄로 인해 고통을 겪으리니,
내가 ㄴ택한 자가 내게로 돌아올 그
날에 그들이 회개하는 만큼 그러하
며 그 날까지 그들은 ㄷ고통 중에 있
으리라.

40 그런즉 이로 말미암아 하늘들
뿐 아니라 나의 손으로 지은 모든 것
들이울리라.

4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주가
에녹에게 말하고, 사람의 자녀들의
모든 행실을 에녹에게 고하였더라.

그리하여 에녹이 알고 그들의 사악
함과 그들의 비참함을 보고 울며 자
기의 양팔을 펴니, 그의 ㄱ마음은 영
원과도 같이 넓게 부풀었으며, 그의
애가 타는 듯하였으며, 모든 영원이
흔들리더라.

42 그리고에녹은또한 ㄱ노아와그
의 ㄴ가족을 보았으며, 노아의 모든
아들들의 자손이 현세적 구원으로
구원받는것을보았더라.

43 그리하여 에녹은 노아가 ㄱ방주
를 짓는 것과 주가 그것을 보고 미소
짓는 것과 자신의 손에 그것을 쥐고
있는 것을 보았으나, 나머지 악인에
게는 홍수가 임하여 그들을 삼켜 버
리는것을보았더라.

44 그리고 에녹이 이를 보았을 때
그는 영혼에 괴로움을 느껴 자기 형
제들로 인하여 울었고 하늘들에게
이르되, 나는 위로받기를 ㄱ거절하리
라 하였으나, 주가 에녹에게 이르되,
네 마음을 들어 올리고 즐거워하라.
그리고보라하였더라.

4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에녹
이 보고, 노아부터 땅의 모든 권속을
보았으며, 그리하여 그가 주께 부르
짖어아뢰되, 어느때에주의날이임
하리이까? 어느 때에 의인의 피가 흘
린 바 되고, 그리하여 애통하는 자들
모두가 ㄱ성결하게 되어 영생을 얻게
되리이까?

28모세서 7:37~45

36ㄱ 교성 38:2; 88:41; 
모세 1:35~37.

ㄴ 창 6:5~6; 
모세 8:22, 28~30.

38ㄱ 벧전 3:18~20. 
안내지옥.

39ㄱ 설명 구주.
ㄴ 모세 4:2; 아브 3:27.

안내예수 그리스도.
ㄷ 안내정죄.

41ㄱ 모사 28:3. 안내긍휼.
42ㄱ 안내노아, 성경의 족장.

ㄴ 모세 8:12.
43ㄱ 창 6:14~16; 

이더 6:7.
44ㄱ 시 77:2; 

이더 15:3.
45ㄱ 안내성결하게 됨.



29 모세서 7:46~55

46 주가 이르되, 그 일은 ㄱ절정의
시기에, 사악함과 보복의 날에 있으
리라.

47 그리고 보라, 에녹이 인자가 참
으로, 육신으로 오는 날을 보았고 그
의 영혼이 기뻐하여 이르되, 의인은
들리웠고, ㄱ어린양은창세로부터죽
임을 당하셨도다. 신앙을 통하여 나
는 아버지의 품에 있나니, 보라, ㄴ시
온은나와함께있도다하더라.

48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에녹
이 ㄱ땅을바라보고그복중에서나는
소리를 들은즉, 이르기를, 사람들의
어미된 내게 화, 화 있도다. 나의 자
녀들의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고통을 당하며, 나는 피곤하도다. 어
느 때에야 내가 ㄴ쉼을 얻고 내게서
나아간 ㄷ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리
요? 어느 때에야 나의 창조주께서 나
를 성결하게 하사 내가 쉼을 얻고 한
동안 의가 내 얼굴 위에 머물러 있으
리요?

49 이에 에녹이 땅이 슬퍼하는 소
리를 듣고는 울며 주께 부르짖어 아
뢰되, 오 주여, 땅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노아의 자녀를
축복하지아니하시려나이까?

50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에녹
이 주께 부르짖기를 계속하여 아뢰
되, 오 주여 당신의 독생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니, 당
신께서 노아와 그의 자손에게 자비
를 베푸사, 땅이 결코 다시는 홍수로
뒤덮이지않게하시옵소서.

51 이에 주가 들어주지 않을 수 없
어에녹과성약을맺고 ㄱ홍수를멈출
것과 노아의 자녀를 부를 것을 맹세
로서약하였더라.

52 또 그는 땅이 존재하는 동안은
그의 ㄱ자손의 남은 자가, 모든 민족
가운데 항상 있을 것이라는 변경될
수없는선언을하였더라.

53 그리고 주가 이르기를, 그 자손
을 통하여 메시야가 나올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말하기를－나는
ㄱ메시야, 시온의 ㄴ왕, 영원과도 같이
넓은하늘의 ㄷ반석이니, 누구든지문
으로 들어와서 나로 말미암아 ㄹ오르
는 자는 결코 떨어지지 아니함이니
라. 그런즉내가말한그들은복이있
도다. 이는 그들이 영원한 기쁨의
ㅁ노래를 부르며 나아 올 것임이니라
함이니라하였더라.

5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에녹
이 주께 부르짖어 아뢰되, 인자가 육
신으로 오실 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
리이까? 내가당신께비옵나니, 이일
들을내게보이소서.

55 이에 주가 에녹에게 이르되, 보
라 하는지라, 그가 보고, ㄱ인자가 사

46ㄱ 모세 5:57.
47ㄱ 안내하나님의 어린 양.

ㄴ 모세 7:21.
48ㄱ 안내지구－지구가

깨끗하게 됨.
ㄴ 모세 7:54, 58, 64.
ㄷ 안내더러운, 더러움.

51ㄱ 시 104:6~9.
52ㄱ 모세 8:2.
53ㄱ 안내메시야.

ㄴ 마 2:2; 
니후 10:14; 
앨 5:50; 
교성 128:22.

ㄷ 시 71:3; 78:35; 
힐 5:12. 
안내반석.

ㄹ 니후 31:19~20.
ㅁ 안내음악.

55ㄱ 안내인자.



람들이 하는대로 ㄴ십자가 위에 들리
운것을보았더라.

56 또그가큰소리를들었는데, 하
늘들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애통하며 땅이 ㄱ신음하더
니, 바위가갈라지고성도들이 ㄴ일어
나 인자의 ㄷ오른편에서 영광의 면류
관으로ㄹ관을쓰더라.

57 또 ㄱ옥에 있던 ㄴ영들이 모두 나
아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고 나머
지는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의 사
슬에묶여있게되더라.

58 이에 다시 에녹이 울며 주께 부
르짖어 아뢰되, 어느 때에 땅이 안식
을누리리이까?

59 에녹이 보니, 인자가 아버지께
로 올라가는지라, 그가 주를 불러 아
뢰되, 당신은땅위에다시오지아니
하시겠나이까? 당신은 하나님이시
오며 나는 당신을 아오니, 당신께서
내게 맹세하시고 당신의 독생자의
이름으로 구할 것을 내게 명하셨나
이다. 당신께서 나를 만드셨고, 당신
의 보좌에 이르는 권한을 나에게 주
셨사오니, 나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당신의 은혜를 통한 것이니이다. 그
런즉 당신께서 땅으로 다시 오지 아
니하시겠는지당신께여쭙나이다.

60 이에 주가 에녹에게 이르되, 내

가 살아있음같이 나는 노아의 자녀
에 관하여 네게 맺은 맹세를 이루기
위하여 ㄱ마지막날에, 사악함과보복
의날에오리라.

61 그리고땅이 ㄱ안식을누리는그
날이 오려니와 그 날 이전에 하늘들
이 어두워질 것이요, ㄴ흑암의 ㄷ휘장
이 땅을 덮을 것이요, 하늘들이 진동
할것이요, 또한땅도그러하리니, 큰
환난이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있으
리라. 그러나 나의 백성은 내가 ㄹ보
전하리라.

62 또 ㄱ의를내가하늘에서내려보
낼 것이요, 그리고 ㄴ진리를 내가 ㄷ땅
에서 내보내어 나의 독생자에 대하
여 곧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의 ㄹ부
활과, 그러하도다, 또한 만인의 부활
에 대해서도 ㅁ증거하게 할 것이요,
내가 또 의와 진리가 마치 홍수와 같
이 땅을 휩쓸게 하여 땅의 사방에서
나의택한자를내가예비할곳, 거룩
한 성으로 ㅂ집합시키리라. 그리하여
나의 백성이 자기 허리를 동이고 나
의 오는 때를 바라고 기다리게 하려
하노니, 이는그곳에나의성막이있
을 것임이요, 그 곳은 시온, ㅅ새 예루
살렘이라일컬어지리라.

63 또 주가 에녹에게 이르되, 그때
에 너와 너의 모든 ㄱ도성이 거기서

30모세서 7:56~63

55ㄴ 3니 27:14. 
안내십자가에 달림.

56ㄱ 마 27:45, 50~51.
ㄴ 안내부활.
ㄷ 마 25:34.
ㄹ 안내면류관; 승영.

57ㄱ 교성 76:71~74; 88:99.
ㄴ 안내영.

60ㄱ 안내마지막 날, 후일.

61ㄱ 안내지구－지구의
마지막 상태.

ㄴ 교성 38:11~12; 112:23.
ㄷ 안내휘장.
ㄹ 니전 22:15~22; 

니후 30:10.
62ㄱ 시 85:11. 

안내복음의 회복.
ㄴ 안내몰몬경.

ㄷ 사 29:4.
ㄹ 안내부활.
ㅁ 안내간증.
ㅂ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집합.
ㅅ 안내새 예루살렘.

63ㄱ 계 21:9~11; 
교성 45:11~12; 
모세 7:19~21.



31 모세서 7:64~8:6

그들을 만날 것이요,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품으로 받아들일 것이요, 그
들은 우리를 볼 것이요, 우리는 그들
의 목을 끌어안을 것이요, 그들은 우
리 목을 끌어안을 것이요, 우리는 서
로입을맞추리라.

64 또 거기에 나의 거처가 있을 것
이요, 그곳은 시온이 되리니, 시온은
내가 지은 모든 창조물에서 나아올
것이요, ㄱ천년동안땅은 ㄴ안식을누
리리라.

6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에녹
은천년동안의롭게땅에거하기위
하여마지막날에인자가 ㄱ오는날을
보았더라.

66 그러나그날이전에그는큰환
난이 악인들 가운데 있음을 보았고
또한 바다를 본 즉 바다가 요동하며,
사람들의 마음이 ㄱ낙담하며 악인에
게 임할 전능하신 하나님의 ㄴ심판을
두려움으로바라보고있더라.

67 그리고 주는 에녹에게 모든 것
을, 참으로 세상의 끝날까지를 보여
주었고, 그는 의인의 날과 그들의 구
속의때를보고충만한 ㄱ기쁨을받았
더라.

68 그리고 에녹의 시대에 ㄱ시온의
모든날은삼백육십오년이었더라.

69 그리고 에녹과 그의 모든 백성
은하나님과 ㄱ동행하였고, 주는시온
가운데 거하였더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시온이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이 시온을 자기 품 안으로 받
아들였음이라. 이에그때로부터시온
이도망하였다하는말이퍼졌더라.

제 8 장

(1831년2월)
므두셀라가예언함－노아와그의아
들들이복음을전파함－큰사악함이
퍼짐－회개하라는 외침이 무시당
함－하나님께서 홍수로 인한 모든
육체의멸망을선포하심.

그리고에녹의 향년은 모두 사백삼
십년이더라.

2 그리고이렇게되었나니, 주가에
녹과 맺은 성약을 이루려고 에녹의
아들 ㄱ므두셀라는 데려가지 아니하
였으니, 이는 주가 진정으로 에녹과
성약하기를, 노아가 그의 허리의 열
매에서나리라하였음이더라.

3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므두셀
라가 예언하기를, 나의 허리에서 (노
아를 통하여) 땅의 모든 왕국이 생겨
나리라하고스스로영광을취하더라.

4 그리고 그 땅에 큰 기근이 들고,
주가 심한 저주로 땅을 저주하매, 그
땅의많은주민이죽었더라.

5 그리고이렇게되었나니, 므두셀
라가 일백팔십칠 세를 살고 라멕을
낳았고,

6 므두셀라는라멕을낳은후칠백

64ㄱ 안내복천년.
ㄴ 모세 7:48.

65ㄱ 유 1:14. 안내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66ㄱ 사 13:6~7.
ㄴ 안내심판, 마지막.

67ㄱ 안내기쁨.
68ㄱ 창 5:23; 모세 8:1.

69ㄱ 창 5:24; 모세 6:34. 
안내걷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8 2ㄱ 안내므두셀라.



팔십이 년을 살며 아들과 딸들을 낳
았으며,

7 므두셀라는 구백육십구 세를 향
수하고죽었더라.

8 그리고 라멕은 일백팔십이 세를
살고아들을낳았고

9 그가 그의 이름을 ㄱ노아라 하며
이르되, 주가 ㄴ저주하였던땅으로말
미암아 우리의 손으로 수고롭게 일
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위로하리라
하였더라.

10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오백구
십오 년을 살며 아들과 딸들을 낳았
으며,

11 라멕은 칠백칠십칠 세까지 향
수하고죽었더라.

12 노아는 사백오십 세에 ㄱ야벳을
낳았고, 사십이 년 후에 야벳의 어미
되는여인에게서 ㄴ셈을낳았고, 오백
세에 ㄷ함을낳았더라.

13 그리고 ㄱ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주의 말씀을 ㄴ들었고 주의를 기울였
으니, 그들은 ㄷ하나님의아들이라일
컬음을받더라.

14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면에 번
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
이 나매, 사람의 ㄱ아들들이 그 딸들
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택하
는 대로 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

더라.
15 이에 주가 노아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의 딸들이 자신을 ㄱ팔았도다.
보라, 이는 나의 분노가 사람의 아들
들을 향하여 불붙었음이니, 이는 그
들이 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아니
함이라하였더라.

16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노아
는 예언하고 하나님의 일을 태초에
있던대로가르쳤더라.

17 그리고 주가 노아에게 이르되,
나의영이항상사람과함께 ㄱ애쓰지
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모든 ㄴ육
체는 반드시 죽을 것임을 알 것임이
라. 그러나 그의 날은 일백이십 년이
되리라. 만일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
니하면, 내가 ㄷ홍수를들여보내어그
들에게임하게하리라하셨더라.

18 그 당시 땅에 ㄱ거인들이 있었고
그들이노아를찾아그의생명을빼앗
으려하였으나주가노아와함께있었
고주의ㄴ권능이그의위에있었더라.

19 그리고주가자신의 ㄱ반차에따
라 ㄴ노아를 ㄷ성임하고 사람의 자녀
들에게 나아가 에녹에게 준 대로 자
기의복음을 ㄹ선포할것을그에게명
하였더라.

20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노아
가 사람의 자녀들에게 ㄱ회개할 것을

32모세서 8:7~20

9ㄱ 안내노아, 성경의 족장.
ㄴ 모세 4:23.

12ㄱ 창 5:32. 안내야벳.
ㄴ 안내셈.
ㄷ 안내함.

13ㄱ 교성 138:41. 
안내가브리엘.

ㄴ 안내순종, 순종하는,
순종하다.

ㄷ 안내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14ㄱ 모세 5:52.
15ㄱ 안내결혼, 결혼하다－

다른 종교간의 결혼.
17ㄱ 창 6:3; 니후 26:11; 

이더 2:15; 교성 1:33.
ㄴ 니후 9:4. 안내살.
ㄷ 창 7:4, 10; 모세 7:34.

18ㄱ 창 6:4; 민 13:33; 
수 17:15.

ㄴ 안내권능.
19ㄱ 안내멜기세덱 신권.

ㄴ 아브 1:19.
ㄷ 교성 107:52. 

안내성임하다, 성임.
ㄹ 안내선교 사업.

20ㄱ 안내회개하다, 회개.



33 모세서 8:21~30

호소하였으나 그들이 그의 말을 듣
지아니하더라.

21 그리고 또한 그들이 그의 말하
는것을듣고나서그의앞에와서이
르되, 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니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딸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
고우리가 ㄱ먹고마시며장가가고시
집가고 있지 아니하냐? 그리고 우리
의 아내들은 우리를 위하여 자식들
을낳아주나니그들은용사라, 옛사
람들, 크게 유명한 사람들과 같으니
라 하며 그들이 노아의 말을 듣지 아
니하더라.

22 이에 하나님이 보니, 사람들의
ㄱ사악함이 땅에서 심해졌고 모든 사
람은저마다자기 ㄴ마음의생각의상
상 중에 교만하여졌으며 그 생각이
끊임없이악할뿐이더라.

23 그리고이렇게되었나니, 노아가
백성에게ㄱ전도하기를계속하여이르
되, 듣고내말에주의를기울이라.

24 우리조상들과같이 ㄱ믿고너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ㄴ침례를 받으
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신을 받게 되
리니, 모든 것이 너희에게 분명히
ㄷ나타나게되리라. 그러나만일너희
가 이를 행하지 아니하면 홍수가 너
희에게 들이닥치리라 하더라. 그리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아니

하더라.
25 이에 주가 땅 위에 사람을 지었

음을 노아가 한탄하였고 그의 마음
이 아팠으며 그가 마음에 비통함을
느꼈더라.

26 이에 주가 이르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내가지면에서 ㄱ멸하리니, 사
람으로부터짐승과기는것과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
을 창조한 것과 내가 그들을 만들었
음을 노아가 한탄하였음이니라. 그
리고 그가 내게 호소하였나니, 이는
그들이그의생명을찾았음이니라.

27 그리하여노아는주의눈에 ㄱ은
혜를 입었나니, 이는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요 그의 세대에 ㄴ완전한 자였
음이더라. 또그는하나님과 ㄷ동행하
였고 또한 그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도그리하였더라.

28 땅이 하나님 앞에 ㄱ부패하였고
땅에폭력이가득하였더라.

29 그리고 하나님이 땅을 바라본
즉, 보라,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그 길을 부패
하게하였음이더라.

30 이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
되, 모든육체의끝이내앞에이르렀
으니, 이는 땅에 폭력이 가득함이라.
그리고 보라, 내가 모든 육체를 땅에
서ㄱ멸하리라하였더라.

21ㄱ 마 24:38~39; 조마 1:41.
22ㄱ 창 6:5; 모세 7:36~37.

ㄴ 모사 4:30; 앨 12:14.
안내생각.

23ㄱ 안내전파하다.
24ㄱ 안내믿음, 믿다.

ㄴ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침례 요건.

ㄷ 니후 32:2~5.
26ㄱ 안내지구－지구가

깨끗하게 됨.
27ㄱ 안내은혜.

ㄴ 창 6:9.
ㄷ 안내걷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28ㄱ 창 6:11~13.
30ㄱ 교성 56:3.



아브라함서에서 옮겨온 사본

1

설명

그림8. 고라스의우상신.
그림9. 바로의우상신.
그림10. 애굽에서의아브라함.
그림11. 애굽인이이해한대로하늘의기둥을

나타내려한것임.
그림 12. 라키양, 창공 곧 우리의 머리 위에 있

는궁창을의미함. 그러나이경우에이주제와관
련하여 애굽인들은 히브리어의 샤마임에 해당하
는샤마,  즉높다또는하늘들을나타내려하였음.

그림1. 주의천사.
그림2. 제단위에묶인아브라함.
그림 3. 엘케나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

브라함을희생으로바치려함.
그림 4.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희생을 드

리는 제단. 엘케나, 립나, 마막크라, 고라스 및 바
로의신들앞에세워져있다.

그림5. 엘케나의우상신.
그림6. 립나의우상신.
그림7. 마막크라의우상신.



제 1 장

아브라함이축복사의반차의축복을
구함－그가갈대아에서거짓제사장
들에게박해를받음－여호와께서그
를 구하심－애굽의 기원과 정부가
언급됨.

나
ㄱ아브라함은내조상의거주지
였던 ㄴ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ㄷ거주할다른곳을얻음이내게필요
한줄깨달았고,

2 나를 위한 더 큰 ㄱ행복과 평화와
ㄴ안식이 있음을 알고, 나는 조상의
축복을 구하고 그 축복을 베푸는 직
분에 성임될 권리를 구하였느니라.
나는 내 자신이 ㄷ의의 추종자였으므
로 또한 큰 ㄹ지식을 지니는 자가 되
며, 의의 더 큰 추종자가 되고, 더 큰
지식을 지니며, 많은 민족의 조상과
평화의 왕자가 되기를 원하였으므
로, 그리고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으

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기를 원
하였으므로, 나는조상에게속한 ㅁ권
리를 지닌 정당한 상속인이요 ㅂ대제
사장이되었느니라.

3 그것은 조상으로부터 내게 ㄱ부
여되었느니라. 그것은조상으로부터
내려왔으니, 현세의 시작 때부터, 참
으로 바로 태초로부터 또는 땅의 기
초가 놓이기 전부터, 현재에까지 내
려왔으니, 바로 ㄴ장자의 권리, 곧 첫
사람인 ㄷ아담, 곧 첫 아버지의 권리
가 조상들을 통하여 내게 내려왔느
니라.

4 나는 자손에 관하여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명에 따라 신권에
ㄱ임명되기를구하였느니라.

5 나의 ㄱ조상들은 그들의 의에서
또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
신 거룩한 계명에서 돌이켜 이방인
의 신들을 ㄴ섬기며, 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온전히거절하였느니라.

6 이는그들의마음이악을행하기

1 1ㄱ 안내아브라함.
ㄴ 안내우르.
ㄷ 행 7:2~4.

2ㄱ 안내기쁨.
ㄴ 안내안식.
ㄷ 안내의로운, 의로움.
ㄹ 교성 42:61. 

안내지식.
ㅁ 안내멜기세덱 신권.
ㅂ 안내대제사.

3ㄱ 교성 84:14.
ㄴ 교성 68:17. 

안내장자.
ㄷ 모세 1:34. 

안내아담.
4ㄱ 안내장자의 명분.
5ㄱ 창 12:1.
ㄴ 안내우상 숭배.

아브라함서

조셉 스미스가 파피루스에서 번역한 것임.

애굽의지하묘지에서우리손으로들어오게된어떤고대기록의번역물.
아브라함이애굽에있을동안에기록한것으로아브라함서라하며그가

파피루스에자신의손으로쓴것임(교회사2:235~236, 348~351).



로 정하여졌음이요, 엘케나의 ㄱ신과
립나의 신과 마막크라의 신과 고라
스의 신과 애굽왕 바로의 신에게로
전적으로돌이켰음이더라.

7 그러므로그들은이들말못하는
우상들에게 그들의 자녀를 바치는
이방인의 희생에 그들의 마음을 돌
이키고 내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
하고 도리어 엘케나의 제사장의 손
으로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였느니
라. 엘케나의 제사장은 또한 바로의
제사장이기도하더라.

8 이제이때애굽왕바로의제사장
의 관습은 이들 이방 신들에게 바치
는 제물로 갈대아 땅에 세워진 제단
위에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을 바치
는것이었더라.

9 그리고이렇게되었나니, 제사장
은 애굽인의 방식에 따라 바로의 신
과 또한 샤그르엘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더라. 이제 샤그르엘의 신은 태
양이더라.

10 바로의 제사장은 올리셈 평원
어귀에 있는 보디발의 산이라 하는
산 곁에 세워진 제단 위에 심지어 어
린아이를감사제물로바치더라.

11 이제이제사장은한번에세처
녀를 이 제단에 바치기도 하였으니,
이들은 ㄱ함의허리에서나온직계왕
족의 한 사람인 오니타의 딸들이었
더라. 이 처녀들은 그들의 유덕함으
로 말미암아 바쳐졌나니, 그들이 나
무나돌로된신들에게 ㄴ엎드려절하

지 않으려 하였으므로 그들은 이 제
단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 일
은 애굽인의 방식에 따라 행하여졌
더라.

1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 제
사장들이 내게 폭력을 휘둘러 그들
이 이 제단 위에서 그 처녀들을 죽인
것같이 나를 또한 죽이려 하였더라.
너희가 이 제단에 대하여 알 수 있도
록 나는 너희가 이 기록의 첫머리에
있는그림을참조하기바라노라.

13 그것은 갈대아 사람들 가운데
있던 것 같은 침대 모양을 따라 만들
어졌으며, 엘케나, 립나, 마막크라,
고라스의 신들과 또한 애굽왕 바로
의신을닮은신앞에세워져있더라.

14 너희가 이 신들을 이해할 수 있
도록 나는 시작 부분에 있는 그림 중
에 그들의 모습을 보여 주었느니라.
이러한 모습의 도형을 갈대아인은
랄르에노스라 부르나니, 이는 상형
문자를의미하느니라.

15 그들이 나를 제물로 바치고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그들의 손을 내
위로 들어 올렸을 때 보라,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나의 목소리를 높였
더니, 주께서 ㄱ귀 기울여 들으시고,
전능자의 시현으로 나를 채우셨고
그가 임재하시는 곳의 천사가 내 곁
에서서즉시내결박을ㄴ풀었더라.

16 그리고그의음성이내게이르시
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보라, 내
ㄱ이름은 여호와니라. 내가 네 음성을

36아브라함서 1:7~16

6ㄱ 설명 아브라함서에서
옮겨온 사본 1에 그려져
있는 것과 같은 거짓

신들.
11ㄱ 안내함.

ㄴ 단 3:13~18.

15ㄱ 모사 9:17~18.
ㄴ 아브 2:13.

16ㄱ 안내여호와.



37 아브라함서 1:17~27

듣고내려와너를건져내어네아버지
의집에서그리고네모든친척에게서
데리고 나가, 네가 알지 못하는 타국
ㄴ땅으로들어가게하려하노라.

17 이는 그들이 내게서 그들의 마
음을 돌이켜 엘케나의 신과 립나의
신과 마막크라의 신과 고라스의 신
과 애굽왕 바로의 신을 경배하였음
이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징벌하
고 나의 아들 아브라함 너를 대적하
여 그 손을 들어 올려 네 생명을 빼
앗으려한 자를 멸하려고 내려왔느
니라.

18 보라, 나는내손으로너를인도
할것이요, 너를취하여나의이름곧
네 아버지의 ㄱ신권을 네게 두리니,
내권능이너를덮으리라.

19 노아에게있었던것같이네게도
그리하리라. 그러나 네 성역을 통하
여내 ㄱ이름이땅에서영원히알려지
리니, 이는내가네하나님임이니라.

20 보라, 보디발의 산은 갈대아
ㄱ우르땅에있었느니라. 그리고주께
서 엘케나와 그 땅의 신들의 제단을
허시고, 그것들을 온전히 멸하시고
그 제사장을 치시니, 그가 죽었더라.
이에 갈대아와 또한 바로의 궁정에
큰 애곡이 있었나니, 이 바로는 왕족
의혈통에의한왕을의미하느니라.

21 이제이애굽의왕은ㄱ함의허리
에서나온후손으로, 출생으로는 ㄴ가

나안인의혈통을이어받은자더라.
22 이 혈통에서 모든 애굽인이 나

왔고 이같이 하여 가나안인의 혈통
이그땅에보전되었더라.

23 ㄱ애굽 땅은 처음에 한 여인이
발견하였으니, 그는 함의 딸이요 애
굽투스의 딸이니, 애굽투스는 갈대
아어로 애굽을 뜻하며 금지된 것을
의미하느니라.

24 이 여인이 그 땅을 발견하였을
때그땅은물아래있었고후에그여
인이 자기 아들들을 그 땅에 정착시
켰나니, 그리하여 그 땅에 저주를 보
전한저종족이함에게서나왔더라.

25 이제 애굽의 첫 정부는 함의 딸
애굽투스의 맏아들 바로가 세웠으
니, 이는 함의 정부의 방식을 따랐으
니, 족장제였더라.

26 의로운 사람이었던 바로는 자
기 왕국을 세우고 그의 온 생애 동안
자기 백성을 지혜롭고 공평하게 다
스렸고처음여러세대에, 첫족장통
치 시대에, 곧 아담과 또한 그 조상
노아가 다스리던 때에 조상들이 확
립한 그 반차를 모방하기를 열심히
구하였더라. 그의 조상 노아는 땅의
ㄱ축복과 지혜의 축복으로 그를 축복
하였으나, 신권에 관하여는 그를 저
주하였더라.

27 이제바로는 ㄱ신권의권리를가
질 수 없는 혈통에 속하였으나 그럼

16ㄴ 안내약속의 땅.
18ㄱ 안내신권.
19ㄱ 창 12:1~3.
20ㄱ 창 11:28; 

아브 2:4.
21ㄱ 창 10:6; 

시 78:51; 
모세 8:12.

ㄴ 모세 7:6~8. 
안내가나안, 가나안 인.

23ㄱ 안내애굽.
26ㄱ 안내축복하다, 축복

받은, 축복.
27ㄱ 교성 선2. 

안내신권.



에도불구하고바로들은함을통하여
노아에게서그것을받은것으로주장
하고자하였으므로나의아버지는그
들의우상숭배에이끌려가셨더라.

28 그러나 나는 이후로는 나 자신
으로부터 창조의 시작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연대기를 힘써 기술하리
니, 이는 그 ㄱ기록이 내 수중에 들어
왔고 이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
음이니라.

29 이제, 엘케나의 제사장이 치심
을입어죽은후에, 갈대아땅에관하
여내게말씀해주신바그땅에기근
이 있으리라 하신 그 일이 이루어졌
더라.

30 따라서 기근이 갈대아 온 땅에
퍼졌고, 나의 부친은 기근으로 말미
암아 심한 괴로움을 당하셨으며, 이
에 나를 거스려 결정하였던 악 곧 내
ㄱ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던 것을 회개
하시더라.

31 그러나 신권의 권리에 관한 조
상 곧 족장들의 기록은 주 나의 하나
님께서 내 손 안에 보전하셨으니, 그
러므로 창조의 시작과 또한 ㄱ행성과
별들에 관한 지식은 조상에게 알려
진 대로 내가 오늘날까지 보관하여
왔고또내후에올나의후손의유익
을위하여이기록위에힘써어느정
도기록하려하노라.

제 2 장

아브라함이우르를떠나가나안으로
감－여호와께서하란에서그에게나
타나심－모든 복음의 축복이 그의
자손에게 또 그의 자손을 통하여 모
두에게약속됨－그는가나안으로갔
다가애굽으로감.

이제주 하나님이 우르 땅에 기근을
심하게 하셨으므로 내 형제 ㄱ하란이
죽었으나 나의 부친 ㄴ데라는 갈대아
인의우르땅에여전히사셨느니라.

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 아
브라함은 ㄱ사래를 아내로 맞이하였
고 내 형제 ㄴ나홀은 하란의 딸 밀가
를아내로맞이하니라.

3 이제 주께서 내게 ㄱ이르시되, 아
브라함아, 네나라와네친척과네아
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가라하시니라.

4 그러므로 나는 갈대아인의 ㄱ우
르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
더라. 그리고나는내형제의아들롯
과 그의 아내와 나의 아내 사래를 데
리고 갔으며, 또한 나의 ㄴ부친도 우
리가 하란이라 이름한 땅으로 나를
따라오셨더라.

5 그런데기근이심하지않게되었
고 하란에 양 떼가 많으므로 나의 부

38아브라함서 1:28~2:5

28ㄱ 모세 6:5. 
안내기억의 책.

30ㄱ 아브 1:7.
31ㄱ 아브 3:1~18.
2 1ㄱ 창 11:28.

ㄴ 창 11:24~26; 
대상 1:26.

2ㄱ 창 11:29. 
안내사라.

ㄴ 창 11:27; 22:20~24.
3ㄱ 창 12:1; 

행 7:1~3.
4ㄱ 느 9:7.
ㄴ 창 11:31~32.



39 아브라함서 2:6~12

친은 하란에 머물러 거기 거하셨으
며, 나의 부친은 다시 ㄱ우상 숭배로
돌이키셨으니, 그러므로 그는 하란
에계속머무셨더라.

6 그러나나아브라함과내형제의
아들 ㄱ롯은 주께 기도하였고, 이에
주께서 내게 ㄴ나타나사 내게 이르시
되, 일어나 롯을 데리고 가라. 이는
내가 너를 하란에서 데리고 나가 타
국 ㄷ땅에서 내 ㄹ이름을 받들 성역자
가 되게 하기로 뜻을 정하였음이니,
네 뒤를 이을 네 자손이 나의 음성에
귀을 기울이면 나는 그 땅을 그들에
게영원한소유로주리라.

7 대저 나는 주 네 하나님이니라.
나는하늘에거하며땅은내 ㄱ발등상
이라. 내가 내 손을 바다 위에 펴면
바다가 내 음성에 순종하느니라. 나
는 바람과 불을 나의 ㄴ수레가 되게
하며내가산더러이르기를－여기에
서 떠나라－하면, 보라, 홀연히 일순
간에 산들은 회오리바람에 취하여
감을당하느니라.

8 내 이름은 ㄱ여호와니, 나는 시작
부터 끝을 ㄴ아느니라. 그러므로, 내
손이네위에있으리라.

9 또 내가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

겠고 내가 네게 한량 없이 ㄱ복을 주
어 네 이름을 모든 나라 가운데서 크
게 할 것인즉, 너는 네 뒤를 이을 네
자손에게 복이 되리니, 그들은 그들
의손으로이성역과 ㄴ신권을지니고
모든나라에게전하리라.

10 또 내가 네 이름을 통하여 그들
에게 복을 주리니, 이 ㄱ복음을 받아
들이는 자마다 네 이름으로 불리울
것이요, 네 ㄴ자손으로헤아림을받을
것이요, 그들은 일어나 너를 그들의
ㄷ조상으로찬양하리라.

11 또 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ㄱ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
하리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이는
곧 네 신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그
리고 네 ㄴ자손으로 말미암아 (이는
곧네신권이라,) 이는이 ㄷ권리가너
와 네 뒤를 이을 자손 (말하자면, 실
제 자손 곧 몸의 자손) 가운데 계속
이어지리라는 약속을 네게 줌이니,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음의 축복으로
복을받을것인즉, 구원의축복곧영
생의축복이니라.

12 이제 주께서 내게 말씀하기를
마치시고, 그 얼굴이 내게서 물러간
후에 내가 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5ㄱ 수 24:2.
6ㄱ 안내롯.
ㄴ 창 17:1. 

안내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필멸 이전의
존재.

ㄷ 창 13:14~15; 17:8; 
출 33:1. 안내약속의 땅.

ㄹ 창 12:2~3; 
아브 1:19.

7ㄱ 니전 17:39; 

교성 38:17.
ㄴ 사 66:15~16.

8ㄱ 안내여호와.
ㄴ 안내전지.

9ㄱ 니전 17:40; 
니후 29:14; 
3니 20:27; 
몰 5:20. 
안내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후손.

ㄴ 교성 84:17~19; 

모세 6:7. 
안내멜기세덱 신권.

10ㄱ 갈 3:7~9.
ㄴ 창 13:16; 

갈 3:29; 
니후 30:2.

ㄷ 안내축복사, 축복사의.
11ㄱ 안내아브라함의 성약.

ㄴ 사 61:9.
ㄷ 안내장자의 명분;

이스라엘; 신권.



당신의 종이 당신을 간절히 ㄱ구하였
더니, 이제내가당신을찾았나이다.

13 당신께서 실로 당신의 천사를
보내사 엘케나의 신들에게서 나를
ㄱ건지셨사오니, 내가 당신의 음성을
듣는 것이 잘 행하는 일이 되겠나이
다. 그러므로 당신의 종으로 일어나
평안히떠나게하소서하였더라.

14 그리하여 나 아브라함은 주께
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떠났고, 롯도
함께 갔으니, 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때에ㄱ육십이세였더라.

15 그리고내가갈대아 ㄱ우르에있
을 때 아내로 맞은 ㄴ사래와 내 형제
의 아들 롯과 우리가 모은 우리의 모
든재산과우리가하란에서 ㄷ얻은사
람들을 데리고 ㄹ가나안 땅에 이르는
길로 나아갔고, 우리가 가는 도중에
는천막에거하였더라.

16 그러므로 우리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려고 옐손의 길로
여행하는 동안 영원은 우리의 덮개
요, 우리의 ㄱ반석이요, 우리의 구원
이더라.

17 이제 나 아브라함이 옐손 땅에
서 ㄱ제단을쌓고주께제물을드리고
내 아버지의 집이 멸망하지 않도록
ㄴ기근이 그들에게서 돌이켜지기를
빌었더라.

18 그러고 나서 우리는 옐손을 떠

나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지방으로
갔더라. 그 곳은 모레 평지에 위치해
있었고 우리는 이미 ㄱ가나안인의 땅
경계 안으로 들어왔더라. 이에 나는
거기 모레 평지에서 ㄴ희생을 드리고
경건하게 주의 이름을 불렀나니, 이
는 우리가 이미 이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의땅에들어왔음이더라.

19 이에 주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
사 내게 나타나시고 내게 이르시되,
네 자손에게 내가 이 ㄱ땅을 주리라
하시더라.

20 이에 나 아브라함은 내가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곳에서 일어나
그 곳을 떠나 ㄱ벧엘 동편에 있는 산
으로 옮겨가서 그 곳에 나의 천막을
쳤으니, 서쪽은벧엘이요동쪽은 ㄴ하
이더라. 그리고그곳에내가주께또
다른 제단을 쌓고 다시 주의 이름을
ㄷ불렀더라.

21 그리고 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남쪽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며 여행
하였고 그 땅에 기근이 계속되었더
라. 이에 나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
려가 거기에 머물기로 결론을 내렸
나니, 이는 기근이 매우 심하였음이
더라.

2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애굽에 들어가는 곳 가까이에 이르
렀을 때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

40아브라함서 2:13~22

12ㄱ 교성 88:63.
13ㄱ 아브 1:15~17.
14ㄱ 창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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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ㄱ 안내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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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ㄱ 창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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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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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창 13:3~4.
ㄷ 창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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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네 아내 ㄱ사래는 보기에 매우 아
리따운여인이라.

23 그러므로 이렇게 되리니, 애굽
인들이 그를 볼 때에 그들이 말하기
를－그는 저의 아내라 하며, 그들은
너를 죽일 것이나 그는 살려 두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삼가 이같이 행하
도록하라.

24 그로 애굽인에게 자기는 네 누
이라 말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 영혼
이살리라하시더라.

2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 아브
라함이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나
의 아내 사래에게 모두 말하되－그
러므로 청컨대 그들에게 그대는 내
누이라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
로 인하여 안전할 것이요, 내 영혼이
그대로인하여살리라하였더라.

제 3 장

아브라함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해와 달과 별들에 관하여 배움－주
께서 그에게 영의 영원성을 계시하
심－그는전세, 예임, 창조, 구속주의
선택및사람의둘째지체를배움.

그리고나아브라함은갈대아인의우
르에서 주 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ㄱ우림과둠밈을가지고있었느니라.

2 그리고 내가 ㄱ별들을 보니, 그것
들이매우크며, 그중하나는하나님

의 보좌에 가장 가까우며 그것 가까
이에큰것들이많이있더라.

3 그리고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것들은 다스리는 것들이며 그 큰
것의이름은 ㄱ콜롭이니, 이는그것이
내게 가까이 있는 까닭이라. 이는 내
가주네하나님이됨이니라. 내가이
것을두어네가서있는것과같은등
급에 속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
였느니라.

4 그리고 주께서 우림과 둠밈으로
내게 이르시되, 콜롭은 그 회전에 있
어서 그 시간과 계절에 따르면 주의
방식을 따르나니, 주의 계산 방식에
따르면주께는한회전이 ㄱ하루가되
느니라. 이는네가서있는곳에정해
진시간에따르면일천 ㄴ년이되느니
라. 이것은 콜롭의 계산법에 따른 주
의시간의계산법이니라.

5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낮을
주관하게 되어 있는 것보다 더 작은,
곧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체인 그
행성은, 시간 계산의 면에서는 네가
서있는곳보다더높거나더크도다.
이는 그것이 등급 내에서 느리게 운
행함이니, 이것에 질서가 있음은 그
것이 네가 서 있는 지구보다 높이 있
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그 시간의 계
산은 그 날과 달과 해의 수에 있어서
는그만큼많지아니하느니라.

6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자, 아
브라함아, 이 ㄱ두 가지 사실이 존재

22ㄱ 창 12:11~13.
3 1ㄱ 출 28:30; 

모사 8:13; 28:13~16; 
조역 1:35. 

안내우림과 둠밈.
2ㄱ 아브 1:31.
3ㄱ 사본 2, 그림 1~5 참조. 

안내콜롭.

4ㄱ 아브 5:13.
ㄴ 시 90:4; 벧후 3:8.

6ㄱ 아브 3:16~19.



하나니, 보라, 네눈이그것을보느니
라. 계산의 시간과 정해진 시간 그러
하도다. 네가 서 있는 지구의 정해진
시간과 낮을 주관하도록 두신 큰 광
명체의정해진시간과밤을주관하도
록 두신 작은 광명체의 정해진 시간
을아는것이네게허락되었느니라.

7 이제작은광명체의정해진시간
은 그 계산에 있어서는 네가 서 있는
지구의 시간의 계산보다 더 긴 시간
이니라.

8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실이 존재
하는 곳에는 이 둘 위에 다른 또 한
가지 사실이 있나니, 이는 곧 시간의
계산이 보다 더 긴 다른 행성이 있으
리라함이니라.

9 그리고이같이한행성의시간의
계산은 다른 것보다 상위에 있어 네
가 콜롭 가까이에 이르기까지 그러
하리니, 이 콜롭은 주의 시간의 계산
을따르느니라. 이콜롭은네가서있
는 곳과 같은 ㄱ등급에 속하는 모든
행성을 주관하도록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놓여있느니라.

10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보좌 가
까이에 이르기까지, 빛을 발하도록
놓아 두신 모든 별의 정해진 시간을
아는것이네게허락되었느니라.

11 이같이 나 아브라함은 사람이
얼굴을 마주하여 서로 대화하듯 주
와 ㄱ말씀하였고, 그는 그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에 대하여 내게 말씀하
셨더라.

12 또그가내게이르시되, 내아들
아, 내 아들아 하시며 (그리고 그의
손을 펴시고) 보라, 내가 이 모든 것
을네게보여주리라하시고, 그손을
내눈에대시매, 내가그손으로만드
신 것들을 보았나니, 그것들이 많더
라. 그리고그것들이내눈앞에서불
어나서그끝을내가볼수없었더라.

13 또그가내게이르시되, 이는시
네하니 곧 해이니라. 또 내게 이르시
되, 코곱, 이는 별이니라. 그리고 그
가내게이르시되, 올레아, 이는달이
니라. 그리고그가내게이르시되, 코
가우빔, 이는 별들 또는 하늘의 궁창
에 있는 모든 큰 광명체들을 의미하
느니라.

14 그리고 주께서 내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밤 시간이었나니, 이르시
기를, 내가 너와 너를 이을 네 ㄱ자손
을이것들처럼 ㄴ번성하게하리라. 또
만일 네가 모래의 ㄷ수를 셀 수 있을
진대, 네 자손들의 수도 그러하리라
하시더라.

15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브
라함아, 너희가 이 모든 말씀을 선포
할 수 있도록 나는 너희가 애굽에 들
어가기 전에 이것들을 네게 보여 주
노라.

16 만일 두 가지 것이 존재하고 하
나가 다른 것보다 상위에 있다면 그
들보다더큰것들이있을것이라. 그
러므로 ㄱ콜롭은네가본모든코가우
빔중에서가장크니, 이는그것이내

9ㄱ 교성 88:37~44.
11ㄱ 창 17:1; 

민 12:5~8.

14ㄱ 창 13:16; 
교성 132:30.

ㄴ 아브 2:9.

ㄷ 창 22:17; 
호 1:10.

16ㄱ 아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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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가장가까이있음이니라.
17 이제만일두가지것이있어하

나가 다른 것보다 상위에 있고 달이
지구보다 상위에 있으면, 그렇다면
한 행성 또는 한 별이 그보다 상위에
존재할 수 있으리니, 주 네 하나님은
ㄱ행하고자그마음에품은것을행하
지않음이없느니라.

18 그러할지라도 그가 더 큰 별을
만들었도다. 그와 같이 또한 만일 두
영이 있어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총명할진대, 이들 두 영은 하나가 다
른 것보다 더 총명함에도 불구하고
시작이 없나니, 그들은 이전에 존재
하였고 끝이 없을 것이요, 이후에도
존재하리라. 이는 그들이 ㄱ그노라움
곧영원함이니라.

19 그리고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두사실이존재하나니, 두영이있
어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총명하
면, 그들보다더총명한또다른영이
있으리라. 나는주네하나님이니, 나
는그들모두보다더ㄱ총명하니라.

20 주 네 하나님은 자기 천사를 보
내어 엘케나의 제사장들의 손에서
너를 ㄱ건져내었느니라.

21 나는 그들 모두의 가운데 거하
나니, 그러므로 내가 이제 나의 손으
로만든 ㄱ일을네게선포하기위하여

네게로 내려왔느니라. 이 일에 있어
서나의 ㄴ지혜는그들모두보다뛰어
나나니, 이는 내가 모든 지혜와 분별
로써 위로는 하늘에서와 아래로는
땅에서 태초부터 네 눈이 보았던 모
든 예지를 다스림이라. 나는 태초에
네가 본 모든 예지 가운데 내려왔느
니라하시더라.

22 이제 주께서 나 아브라함에게
세상이 있기 ㄱ전에 조직된 ㄴ예지들
을 보여 주셨고, 이들 모두 가운데에
는ㄷ고귀하고위대한자가많더라.

23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영들을
보신즉, 그들이 좋았더라. 그가 그들
가운데 서 계시더니, 그가 이르시되,
이들을 나는 나의 다스리는 자로 삼
으리라 하시더라. 이는 그가 영인 그
들 가운데 서 계셨음이라. 그가 보시
매, 그들이좋았더라. 이에그가내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너는 그들 중
하나니라. 너는 네가 태어나기 전에
ㄱ택함을받았느니라.

24 그리고 하나님과 같으신 ㄱ이가
한분그들가운데서계시더니, 그가
자기와 함께 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내려가리라. 이는 그 곳에 공
간이 있음이니, ㄴ우리가 이 물질을
취하여이들이거할ㄷ땅을만들리라.

25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그들을

17ㄱ 욥 9:4~12.
18ㄱ 그노라움은 영원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음역임.

19ㄱ 사 55:8~9. 
안내전지.

20ㄱ 아브 1:15.
21ㄱ 교성 88:45~47; 

모세 1:27~29.
ㄴ 안내지혜.

22ㄱ 안내천국 회의; 전세.
ㄴ 안내예지, 예지들.
ㄷ 교성 138:55.

23ㄱ 사 49:1~5; 
렘 1:5. 
안내택함 받은; 예임.

24ㄱ 안내장자.
ㄴ 안내창조하다, 창조.
ㄷ 안내지구－사람을

위하여 창조됨.

43 아브라함서 3: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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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이는 또한 지배 행성 중의 하나이며, 애굽인은 이
를태양이라하며, 개-에-반라슈를매개로하여콜
롭에서 그 빛을 빌려 옴. 개-에-반라슈는 큰 열쇠
다시 말하면 지배력인 바, 연례 회전에 있어서 플
로에세 곧 달, 그리고 지구와 태양을 지배함같이
열다섯개의다른붙박이행성곧별들을지배함.
이행성은클리-플로스-이스-에스곧하-코-가-빔,
콜롭의 회전으로부터 빛을 받는 22번과 23번 그
림으로 표현되는 별들을 매개로 하여 그 힘을 받
음.

그림6. 이지구의사방을나타냄.
그림 7. 신권의 큰 열쇠가 되는 말을 하늘들을

통하여 나타내시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을 나타냄. 또한 아브라함에게 비둘기의 형상으
로나타나신성신의표적.

그림8. 세상에드러낼수없는기록이실려있
으나, 하나님의거룩한성전안에서는얻을수있
는것임.

그림9. 현재로서는밝힐수없음.
그림10. 역시그러함.
그림 11. 역시 그러함. 만일 세상이 이들 수를

찾아낼수있으면그렇게되게할지어다. 아멘.
그림 12, 13, 14, 15, 16, 17, 18, 19, 20 및 21은

주께서친히정하신때에주실것임.
위의번역은현재제공할수있는권한이우리

에게주어진범위안에서제공된것임.

그림1. 첫번째창조를의미하는것으로, 해의
영광또는하나님의처소에가장가까운콜롭. 다
스림에 있어서는 첫째요, 시간의 측정에 있어서
는마지막임. 이측정은해의영광의시간을따른
것으로 해의 영광의 시간에서 하루는 한 규빗을
나타냄. 콜롭에서의 하루는 이 땅의 측정에 따르
면천년에해당함. 애굽인은이를야오에라부름.

그림 2. 콜롭 다음에 있으며 애굽인은 올리블
리슈라불렀음. 이는해의영광또는하나님이거
하시는곳에서가까운곳에있는두번째로큰지
배력이 있는 창조물로 또한 다른 행성에 관련하
여 권능의 열쇠를 지니고 있음. 이는 아브라함이
주를 위하여 쌓은 제단에 희생을 바칠 때 하나님
에게서아브라함에게계시된것임.

그림 3. 권능과 권세로 옷을 입으시고 머리에
는 영원한 빛의 면류관을 쓰고 자기 보좌에 앉으
신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그려진 것임. 또한 거룩
한 신권의 큰 열쇠가 되는 말을 나타냄. 이는 에
덴동산에서아담에게보이신것과같고또한셋,
노아, 멜기세덱, 아브라함 그리고 신권이 계시된
모든자에게보이신것과같음.

그림 4. 히브리어로 라키양에 해당하며 창공
곧 하늘들의 궁창을 의미함. 또한 숫자로서는 애
굽어로일천을의미함. 그회전에있어서또시간
의 측정에 있어서 콜롭과 동일한 올리블리슈의
시간의측정에해당함.

그림 5. 애굽어로 에니슈-고-온-도슈라 부름.



ㄱ시험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이 명하
는것은무엇이든지그들이다 ㄴ행하
는지를보리라.

26 그리고자기의 ㄱ첫째지체를지
키는 자들은 더하여질 것이요, 자기
의 첫째 지체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
들은 자기의 첫째 지체를 지키는 자
들과 함께 같은 왕국에서 영광을 얻
지 못하리라. 그리고 자기의 ㄴ둘째
지체를 지키는 자들은 그들의 머리
위에 ㄷ영광이 영원무궁토록 더하여
지리라.

27 그리고 ㄱ주께서이르시되, 내가
누구를보낼꼬하시니, ㄴ인자같으신
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고, ㄷ다른 하나도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기 있사오
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첫째를보내리라.

28 이에 ㄱ둘째가 성내어 자기의
첫째 지체를 지키지 아니하더라. 그
리고 그 날에 ㄴ많은 자가 그를 따랐
더라.

제 4 장

하나님들께서 땅과 거기에 있는 모
든생명의창조를계획하심－창조의
엿새동안의계획이설명됨.

그러고 나서주께서이르시되, 우리
가내려가자하시고, ㄱ태초에그들이
내려가시니라. 그리고 그들 곧 하나
님들께서 하늘들과 이 땅을 ㄴ조직하
며지으시더라.

2 그리고땅은형체가이루어진후
에 공허하고 황량하였으니, 이는 그
들이 땅 외에는 아무 것도 짓지 아니
하신 까닭이라,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를 지배하였고 하나님들의 영은
수면을조용히ㄱ덮고계시더라.

3 그리고그들(하나님들)이이르시
되, 빛이있으라하시매빛이있더라.

4 그리고 그들(하나님들)이 빛을
보고 아셨으니, 이는 그것이 밝았음
이라. 그들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는빛과어둠을나뉘게하시니라.

5 그리고 하나님들께서 빛을 낮이
라 일컬으시고 어둠을 밤이라 일컬
으시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저녁부터아침까지를그들이밤이라
일컬으시고아침부터저녁까지를낮
이라 일컬으시니, 이는 그들이 낮과
밤이라 일컬으시는 것의 첫 번째 곧
시작이었더라.

6 그리고 또한 하나님들께서 이르
시되, 물 가운데 ㄱ창공이 있고, 그것
이 물과 물을 나누게 할지어다 하시
니라.

7 그리고 하나님들께서 창공을 명

46아브라함서 3:26~4:7

25ㄱ 교성 98:12~14; 124:55.
안내선택의지; 
구속의 계획.

ㄴ 안내순종, 순종하는,
순종하다.

26ㄱ 유 1:6.
ㄴ 안내필멸의, 필멸.

ㄷ 딛 1:2. 안내영광.
27ㄱ 안내하나님, 신회－

아버지 하나님.
ㄴ 안내예수 그리스도;

인자.
ㄷ 모세 4:1~2.

28ㄱ 안내악마.

ㄴ 안내멸망의 자식들.
4 1ㄱ 창 1:1; 모세 2:1.

ㄴ 안내창조하다, 창조.
2ㄱ 창 1:2; 

모세 2:2.
6ㄱ 창 1:4~6; 

모세 2:4.



47 아브라함서 4:8~19

하시매, 그것이 창공 아래의 물과 창
공 위의 물을 나누었으니, 그들이 명
하신대로그렇게되니라.

8 그리고 하나님들께서 창공을
ㄱ하늘이라 일컬으시니라. 그리고 이
같이 되었나니, 저녁부터 아침까지
를 그들이 밤이라 일컬으시고, 또 이
렇게 되었나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를 그들이 낮이라 일컬으시니, 이것
이 그들이 밤과 낮이라 일컬으신 두
번째ㄴ때이더라.

9 그리고 하나님들께서 명하여 이
르시되, 하늘 아래의 ㄱ물은 ㄴ한 곳으
로 함께 모이고 땅은 올라와 마르라
하시니, 그들이 명하신 대로 그렇게
되니라.

10 그리고 하나님들께서 마른 육
지를 땅이라 선언하시고 물이 함께
모인곳을그들이 ㄱ큰물이라선언하
시니, 하나님들께서 보신즉, 그것들
이순종하더라.

11 그리고 하나님들께서 이르시
되, 땅을 준비시켜 ㄱ풀과, 씨 맺는 채
소와, 그 씨가 그 자체로써 땅 위에
자신과 닮은 것을 내는 열매 맺는 과
목을 그 종류대로 내게 하자 하시니,
그들이명하신대로그렇게되니라.

12 그리고 하나님들께서 땅을 조
직하사 풀을 그 씨에서 내게 하시고,
그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를 그 씨에
서내게하시고, 땅으로하여금그씨
가 그 자체로써 그 종류대로 같은 것

을낼수있을따름인열매맺는나무
를 그 씨에서 내게 하시니, 하나님들
께서보신즉, 그것들이순종하더라.

13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
이 날들을 세시며, 저녁부터 아침까
지를 그들이 밤이라 일컬으시고,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아침부터 저녁까
지를 그들이 낮이라 일컬으시니 이
는세번째때이더라.

14 또 하나님들께서 하늘의 창공
에 ㄱ광명체들을 조직하시고 그것들
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
을 조직하사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
를이루게하시니라.

15 또 그것들을 조직하사 하늘의
창공에 광명체들이 있게 하시고 땅
을비추게하시니, 그대로되니라.

16 또하나님들께서두큰광명체를
조직하시고 ㄱ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
하게하시고작은광명체로밤을주관
하게 하시며, 또 작은 광명체와 더불
어그들이별들도있게하시니라.

17 그리고 하나님들께서 하늘의
창공에 그것들을 두사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어둠을나누게하시니라.

18 그리고 하나님들께서 그 명하
신 것들이 순종하기까지 그것들을
지켜보시니라.

19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저녁
부터 아침까지가 밤이었고, 또 이렇
게 되었나니,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8ㄱ 안내하늘.
ㄴ 창 1:8.

9ㄱ 암 9:6; 
모세 2:7.

ㄴ 창 1:9.
10ㄱ 창 1:10; 

아브 4:22.
11ㄱ 창 1:11~12; 

모세 2:11~12.
14ㄱ 교성 88:7~11.
16ㄱ 창 1:16.



낮이었으니, 이는네번째때이더라.
20 그리고 하나님들께서 이르시

되, 물을 준비시켜 생명을 가진 움직
이는 생물을 풍성히 내게 하고, 새들
도 그리하여 하늘의 열린 창공에서
땅위를날게하자하시고,

21 하나님들께서 물을 준비하사
그것으로 물이 그 종류대로 풍성히
내야 할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큰
ㄱ고래를 내게 하시고, 그리고 날개
가진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내게 하
시니라. 하나님들께서 보신즉, 그것
들이 순종하고자 하며 그들의 계획
이좋았더라.

22 그리고 하나님들께서 이르시
되, 우리가 그것들에게 복을 주어 그
것들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바
다 곧 ㄱ큰 물에 물을 가득 차게 하고
새들은 땅에서 번성하게 하리라 하
시더라.

23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저녁
부터 아침까지를 그들이 밤이라 일
컬으시고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아침
부터 저녁까지를 그들이 낮이라 일
컬으시니, 이는다섯번째때이더라.

24 그리고 ㄱ하나님들께서 땅을 준
비하사 생물을 그 종류대로, 육축과
기는 것들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
로 내게 하시니, 그들이 말씀하신 대
로그렇게되니라.

25 그리고 하나님들께서 땅을 조
직하사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

든것을그종류대로내게하시니, 하
나님들께서보신즉그것들이순종하
고자하더라.

26 그리고 하나님들께서 서로 ㄱ의
논하사 이르시되,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의 ㄴ형상대로 우리의 ㄷ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바다의고기와공중의새와
육축과온땅과땅위를기는모든기
어다니는것들을다스리게하리라.

27 그리하여 ㄱ하나님들께서 내려
가 자기들의 형상대로 사람을 조직
하시되, 하나님들의 형상대로 그들
이 그를 지으시고, 그들을 남자와 여
자로지으시니라.

28 그리고하나님들께서이르시되,
우리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
고, 하나님들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그들로생육하고번성하여땅을가득
채우게하고땅을정복하고바다의고
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생물을다스리게하리라.

29 또 하나님들께서 이르시되, 보
라, 우리가 온 지면에 나게 될 씨 맺
는 모든 채소와 열매를 맺을 모든 나
무를 그들에게 주리니, 참으로 씨 맺
는 나무의 열매를 그들에게 줄 것이
요, 그것들이그들의 ㄱ먹을거리가되
리라.

30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
의모든새와땅위를기는모든것에
게, 보라, 우리가그들에게생명을주
고 또한 그들에게 모든 푸른 채소를

48아브라함서 4:20~30

21ㄱ 창 1:21; 모세 2:21.
22ㄱ 아브 4:10.
24ㄱ 안내하나님, 신회.

26ㄱ 안내권고.
ㄴ 모세 6:8~10.
ㄷ 안내사람, 사람들.

27ㄱ 창 1:26~27; 
아브 5:7.

29ㄱ 창 1:29~30.



아브라함서에서 옮겨온 사본

3

설명

그림 4. 그 손 위에 쓰인 대로 애굽왕 바로의
왕자.

그림 5. 왕의 시종장 중의 하나인 슐렘. 그의
손위에있는문자가나타내주고있음.

그림6. 올리믈라. 왕자에게속한노예.
아브라함이 왕의 궁정에서 천문의 원리를 강

론하고있음.

그림 1. 왕의 호의로 바로의 보좌에 앉아 있는
아브라함. 하늘의 위대한 회장단의 상징으로서
신권을 나타내는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손에는
정의와심판의홀을들고있음.

그림 2. 바로 왕. 그의 이름은 그의 머리 위에
있는문자에나타나있음.

그림 3. 사본 1의 그림 10에도 나타나 있는 것
과같이애굽에서의아브라함을의미함.



먹을거리로 주리니, 이 모든 것들이
이같이조직되리라.

31 그리고 하나님들께서 이르시
되, 우리가말한모든것을우리가행
하여 그것들을 조직하리니, 보라, 그
것들이 매우 잘 순종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저녁부터 아침까
지를 그들이 밤이라 일컬으시고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아침부터 저녁까
지를 그들이 낮이라 일컬으시니, 그
들이ㄱ여섯번째때를세시더라.

제 5 장

하나님들께서만물의창조의계획을
마치심－그들이 자기들의 계획대로
창조를이루심－아담이모든생물의
이름을지음.

그리고이같이우리가하늘들과이땅
과그중의만물을완성하리라.

2 그리고 하나님들께서 서로 이르
시되, ㄱ일곱 번째 때에 우리가 정한
우리의 일을 끝내리니, 우리가 정한
우리의 모든 일에서 일곱 번째 때에
쉬리라.

3 그리고 일곱 번째 때에 그들(하
나님들)이 짓기로 정한 그들의 모든
일에서 ㄱ쉬기로 하셨으므로, 하나님
들께서 일곱 번째 때에 끝마치시고
이를 ㄴ성결하게하셨더라. 그리고이

것이 그들이 하늘들과 땅을 짓기로
서로정한때에내린결정이었더라.

4 그리고 하나님들께서 내려오사
이러한 내력으로 하늘들과 땅을 지
으셨으니, 하나님들께서 땅과 하늘
들을 지으시던 날에 이렇게 지어졌
으매,

5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ㄱ전
에, 또들의모든채소가자라기전에
그것들에관하여그들이말씀하셨던
모든것에좇아그리하신것이라. 이
는 하나님들께서 그 일을 행하기로
정하였을 때 땅에 비를 내리게 하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짓지 아
니하셨음이더라.

6 그러나안개가땅에서올라와온
지면을적셨더라.

7 그리고 ㄱ하나님들께서 땅의 ㄴ흙
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ㄷ영(이
는 곧 그 사람의 영이라)을 취하사
그 사람 안에 넣으시고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ㄹ생령이
되니라.

8 그리고 하나님들께서 동쪽 ㄱ에
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들이 지
으신 몸에 그의 영을 넣은 그 사람을
거기에두시고,

9 하나님들께서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를
자라게하시니, 동산가운데에는 ㄱ생
명의 나무와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50아브라함서 4:31~5:9

31ㄱ 출 31:17.
5 2ㄱ 안내안식일.
3ㄱ 출 20:8~11; 

모사 13:16~19.
ㄴ 교성 77:12.

5ㄱ 안내영적 창조.

7ㄱ 아브 4:26~31.
ㄴ 모세 4:25; 6:59.
ㄷ 창 2:7; 

교성 93:33. 
안내전세; 영.

ㄹ 안내영혼.

8ㄱ 안내에덴.
9ㄱ 안내생명나무.



51 아브라함서 5:10~21

나무도자라게하셨더라.
10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

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
원이되었으며,

11 하나님들께서 그 사람을 데리
고 와서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가
꾸며지키게하시니라.

12 또 하나님들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
의열매는네가먹어도좋으나,

13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는먹지말라. 네가그것을먹는때에
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나아브라함이보니, 그때는주의ㄱ시
간을따른것이요, 이는ㄴ콜롭의때를
따른 것이었으니, 이는 아직까지 하
나님들께서 아담에게 그의 계산법을
정하여주지아니하셨음이더라.

14 또 하나님들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자. 이
는 사람이 홀로 있음이 좋지 아니함
이니,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돕는 배
필을지으리라하시니라.

15 그리고 하나님들께서 ㄱ아담을
깊이잠들게하시니, 그가잠들매, 그

들이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
로대신채우시고,

16 하나님들께서 남자에게서 취하
신그갈빗대로 ㄱ여자를지으시고그
를그사람에게로이끌어오시니,

17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중의
뼈요내살중의살이었도다. 그를남
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이제 여자라
부르리라하니라.

18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
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ㄱ합하여 둘이 ㄴ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니라.

19 남자와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부끄러워하지아니하니라.

20 그리고 하나님들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공중의 새를 지
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
시려고그것들을아담에게로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
가곧그이름이되었더라,

21 그리고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
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
을주니라. 또아담을위하여그를돕
는배필이있더라.

13ㄱ 벧후 3:8.
ㄴ 아브 3:2~4. 

안내콜롭.

15ㄱ 안내아담.
16ㄱ 안내이브.
18ㄱ 교성 42:22; 49:15~16.

ㄴ 안내결혼, 결혼하다.



예수께서임박한예루살렘의멸망을
예고하심－또한그는인자의재림과
악인의멸망에관하여설교하심.

무릇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의 이름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ㄱ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너
희가 말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내가 선지자들이 기
록한 그인 줄 알지 못하리라. 그때에
그의 제자들이 그가 영화롭게 되사
ㄴ하나님의 우편에서 면류관을 쓰신
후에 땅에 다시 오시리라 함을 깨닫
더라.

2 그리고 예수께서 나가사 성전에
서 떠나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의 말
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와서 아뢰되,
주여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성전
건물이 무너져 너희에게 황폐하여
버려지리라 하셨으매 그에 관하여
우리에게보이소서.

3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
되, 너희가이모든것을보고도이해
하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
게 이르노니, 여기 이 성전 위에 ㄱ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
너뜨려지리라.

4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ㄱ감람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그리고
예수께서 감람 산 위에 앉으셨을 때
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아뢰되, 우
리에게 이르소서. 당신께서 성전과
유대인의 멸망에 관하여 말씀하신
이러한 일이 어느 때에 있겠사오며,
또 주의 ㄴ임하심과 세상 ㄷ끝 곧 세상
의 종말인 ㄹ악인의 멸망에는 무슨
ㅁ징조가있사오리이까?

5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
게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
지않도록주의하라.

6 이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임
이니라.

7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ㄱ고난
당하도록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
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민족에게ㄴ미움을받으리라.

8 또그때에많은사람이실족하게
되어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하겠
으며,

1 1ㄱ 마 26:64; 행 1:11.
ㄴ 안내하나님, 신회.

3ㄱ 눅 19:44.
4ㄱ 안내감람 산.
ㄴ 안내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ㄷ 안내세상－세상의 끝.
ㄹ 말 4:1; 

교성 133:64~74. 
안내사악한, 사악.

ㅁ 눅 21:7~36; 
교성 45:16~75. 

안내마지막 날, 후일;
표적, 시대의.

7ㄱ 벧전 4:12~14.
ㄴ 안내박해하다, 박해.

조셉 스미스－마태

1831년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된 성경 번역에서 발췌한 것: 마태
23:39 및24장.



53 조셉 스미스－마태 1:9~25

9 거짓선지자가많이일어나많은
자를미혹하겠으며,

10 불법이성하므로많은자의 ㄱ사
랑이식어지리라.

11 그러나 굳건히 견디며 지지 아
니하는자, 그같은자는구원을얻으
리라.

12 그러므로, 너희가선지자 ㄱ다니
엘이 ㄴ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하여 말
한 바 멸망의 ㄷ가증한 것을 보거든
그때 너희는 ㄹ거룩한 곳에 설지니,
누구든지읽는자는깨달을진저.

13 그때에유대에있는자들은 ㄱ산
으로도망할지어다.

14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도망하고,
자기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돌
이키지말며,

15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돌이키지말지어다.

16 그 날에는 ㄱ아이 밴 자들과 젖
먹이는자들에게화가있으리로다.

17 그러므로 너희의 도망하는 일
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
도록주께기도하라.

18 이는 그때 그 날에 큰 환난이
ㄱ유대인과 ㄴ예루살렘주민에게있겠
음이라, 그들의 왕국이 시작된 이래
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전에 이스
라엘에게 이러한 환난을 보내신 적
이 없었고 후에도 다시는 이스라엘
에게보내지아니하시리라.

19 그들에게 임한 모든 일은 다만

그들에게 임할 슬픔의 시작일 따름
이니라.

20 그 날들이 감하여지지 아니하
면, 그들중아무육체도구원을얻지
못할 것이로되, 택함 받은 자들을 위
하여 성약에 따라 그 날들이 감하여
지리라.

21 보라, 이 일들은 내가 유대인에
관하여 너희에게 이른 것이어니와,
또다시 예루살렘에 임할 그 날의 환
난 후에 어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
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있다하여도그를믿지말라.

22 이는 그 날에 거짓 그리스도들
과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성약에 따라 택함 받은 자인 바로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임
이니라.

23 보라, ㄱ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
여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노
라. 또한 너희는 ㄴ전쟁과 전쟁의 소
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일이있어야하되, 끝은아직아닌까
닭이니라.

24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
였노라.

25 그런즉 만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가광야에있다하여
도 나가지 말며,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믿지말라.

10ㄱ 교성 45:27.
12ㄱ 안내다니엘.

ㄴ 안내예루살렘.
ㄷ 단 12:11.

ㄹ 교성 101:22~25.
13ㄱ 교성 133:13.
16ㄱ 눅 23:29~30.
18ㄱ 안내유대인.

ㄴ 슥 12; 14:1~5.
23ㄱ 안내택함 받은 자.

ㄴ 교성 45:26.



26 이는아침햇살이 ㄱ동편에서나
와 서편까지 비치며 온 땅을 덮음같
이 인자의 임함도 또한 그러할 것임
이니라.

27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한 비유를
보이노라. 보라, 어디든지 주검이 있
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리니, 그와
같이 나의 택함 받은 자들이 땅의 사
방에서ㄱ집합하리라.

28 또 그들이 전쟁과 전쟁의 소문
을들으리라.

29 보라, 내가나의택함받은자들
을 위하여 말하노니, 나라가 나라를,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겠
고, 곳곳에 ㄱ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라.

30 그리고 또, 불법이 성하므로 사
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지지아니하는자, 그같은자는구원
을얻으리라.

31 그리고또, 이왕국복음이모든
나라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ㄱ세상
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 곧 악인의
멸망이오리라.

32 그리고 또, 선지자 다니엘이 말
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이루어지
리라.

33 그 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ㄱ해
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
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
늘의권능들이흔들리리라.

34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이 일들을 보게 될 이 세대는 내
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다 이루어지
기까지는지나가지아니하리라.

35 그 날이 이르러 천지가 없어질
지라도 나의 ㄱ말은 없어지지 아니하
고다이루어지리라.

36 그리고 내가 앞서 말한 것같이
그날들의 ㄱ환난후에그리고하늘의
권능들이흔들린후에그때에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
이 인자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능력
과큰영광으로ㄴ오는것을보리라.

37 누구든지 나의 ㄱ말을 간직하는
자는 미혹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는
인자가올것임이요, 그가큰나팔소
리와함께그의ㄴ천사들을그앞에보
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심을 입은
자의 남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사방에서ㄷ모을것임이니라.

38 이제 ㄱ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
우라－그 가지가 아직 연하고 나무
가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운줄을너희가아나니,

39 이와 같이 나의 택함 받은 자
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볼 때 그들
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알리라.

40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ㄱ알지못하나니, 하늘에있는하나님

54조셉 스미스－마태 1:26~40

26ㄱ 겔 43:2.
27ㄱ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집합.
29ㄱ 교성 43:24~25.
31ㄱ 마 28:19~20.
33ㄱ 욜 2:10; 

교성 29:14.
35ㄱ 교성 1:38.
36ㄱ 조마 1:18.

ㄴ 안내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37ㄱ 안내경전.

ㄴ 교성 29:11~15.
ㄷ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집합.
38ㄱ 교성 35:16.
40ㄱ 교성 39:20~21; 49:7.



55 조셉 스미스－마태 1:41~55

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내 아버지
만아시느니라.

41 그러나 ㄱ노아의 때에 그러하였
던 것같이 인자가 임할 때에도 또한
그러하리니,

42 이는 ㄱ홍수 전의 그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그러할 것임이라. 무릇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있으면서,

43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
까지 알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
도이와같으리라.

44 그때에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
리니, 곧 ㄱ마지막 날에 두 사람이 밭
에 있으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ㄴ버려둠을당할것이요,

45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으
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
을당하리라.

46 내가 한 사람에게 하는 말은 모
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 그러므로,
ㄱ깨어 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너희가알지못함이니라.

47 그러나이를알지니, 만일집주
인이 도적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
았더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을 뚫게 버
려두지 아니하고 미리 준비하고 있

었으리라.
48 그러므로 너희도 또한 준비하

고 있으라. 이는 너희가 생각지 않은
때에인자가옴이니라.

49 그러면 ㄱ충실하고 지혜있는 종
이 되어 그의 주인에게서 그 집 사람
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누구냐?

50 주인이 올 때에 그의 종이 이렇
게하는것을보면그종은복이있으
리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가
맡게하리라.

51 그러나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
에 이르기를, 나의 주인이 오심을
ㄱ늦추시리라하여

52 그의 동료 종들을 때리며 술친
구들과더불어먹고마시기시작하면

53 그가 예상하지 않은 날, 깨닫지
못하는시각에그종의주인이이르러

54 그를 끊어내고 그의 분깃을 외
식하는 자들과 함께 정하리니, 거기
서울며 ㄱ이를갊이있으리라.

55 그리고 그들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한 모세의 예언에 따라
이같이악인의 ㄱ끝이임하거니와, 세
상의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러나 멀
지아니하였도다.

41ㄱ 창 6:5.
42ㄱ 안내홍수, 노아 시대의.
44ㄱ 안내마지막 날, 후일.

ㄴ 슥 13:8.

46ㄱ 안내살펴보다, 파수꾼.
49ㄱ 안내신뢰.
51ㄱ 교성 45:26.
54ㄱ 마 8:12.

55ㄱ 니후 30:10; 
교성 1:9~10; 29:17.
안내세상－세상의 끝.



조셉 스미스가 자신의 선조와, 가족,
그리고 그들이 처음 살았던 곳들에
대해 말함－종교에 대한 이례적인
동요가 서부 뉴욕 주에 널리 퍼짐－
그는 야고보가 지시한 대로 지혜를
구하기로 결심함－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나타나심. 그리고 조셉은 선
지자로서의 성역에 부름 받음(1절
~20절).

예수그리스도 후기 성도 ㄱ교회
의 ㄴ일어남과 발전에 관련하

여 악의를 품은 교활한 사람들이 유
포시킨 소문이 많으며, 이 모든 것은
그것을 지어낸 사람들이 이 교회의
교회로서의명성과세상에서의발전
을저해하려기도한것이므로－나는
세간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진
리를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
자신과 교회에 관련된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일어난 그대
로 알리기 위해 이 역사를 기록하기
에이르렀다.

2 이 역사에서 나는 이 교회에 관
련된 여러 사건을 일어났던 그대로
또는 현재 있는 그대로 진실하고 올

바르게 진술하겠거니와, 본 교회는
이제 ㄱ조직된 지 팔 년째(1838년)가
된다.

3 ㄱ나는 우리 주의 해로 일천팔백
오년 십이월 이십삼일에 버몬트 주
윈저군샤론읍에서태어났다. …내
나이 아홉 살이던가 혹 그 무렵에 나
의부친 ㄴ조셉스미스일세는버몬트
주를 떠나 뉴욕 주 온타리오 (현재의
웨인) 군 팔마이라로 이사하였다. 팔
마이라로온지약사년째되던해에
나의 부친은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같은 온타리오 군 내에 있는 맨체스
터로이사하였다－

4 그의가족은모두열한사람인데,
곧 나의 부친 ㄱ조셉 스미스와 나의
ㄴ모친루시스미스(결혼하기이전의
성은맥으로, 솔로몬맥의딸이었다),
나의 형제들인 ㄷ앨빈 (1823년 11월
19일, 그의나이25세로사망하였다),
ㄹ하이럼, 나, ㅁ새뮤얼 해리슨, 윌리
엄, 돈 칼로스와 나의 누이들인 소프
로니아, 캐더린그리고루시이다.

5 우리가 맨체스터로 이사 온 지
이년째되던해의어느때에, 우리가
살고 있던 곳에 종교 문제에 대한 이

1 1ㄱ 안내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ㄴ 안내복음의 회복.
2ㄱ 교성 20:1.

3ㄱ 안내스미스, 조셉, 이세.
ㄴ 니후 3:15.

4ㄱ 안내스미스, 조셉, 일세.
ㄴ 안내스미스, 루시 맥.

ㄷ 교성 137:5~6.
ㄹ 안내스미스, 하이럼.
ㅁ 안내스미스, 사무엘

에이치.

조셉 스미스－역사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역사 발췌문

교회사1권1장에서5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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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적인 동요가 일어났다. 그것은 감
리교에서 시작되었으나, 곧 그 지방
에 있는 모든 교파에 퍼지게 되었다.
실로 그 지방의 온 지역이 동요에 휘
말린것같았는데, 큰무리가서로다
른 종파에 가담하였고, 이것은 백성
들 사이에 적지 않은 소란과 분열을
일으켰다. 어떤 이들은 ㄱ“여기를 보
라”다른 이들은“저기를 보라”고 외
쳤다. 어떤이들은감리교를, 어떤이
들은 장로교를, 또 어떤 이들은 침례
교를위하여논쟁을벌이고있었다.

6 이들여러교파로개종한개종자
들이 개종할 때에 표현했던 큰 사랑
에도 불구하고, 또 이 종교적 감정의
심상치 않은 장면을 일으키며 조장
하는 데 적극적인 여러 교회의 목사
들이, 그들이즐겨부르는대로, 모든
사람을 개종시키기 위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교파에 가입하게 하라며
나타냈던 큰 열의에도 불구하고, 개
종자들이갈라지기시작하여누구는
이 종파, 누구는 저 종파에 속하자,
성직자나개종자모두의좋아보였던
감정은 사실보다는 가식적인 것 같
았다. 왜냐하면 이에 의해 대혼란과
악감정이 뒤따랐으며－성직자는 성
직자와, 개종자는 개종자와 다투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들이 가졌던 서
로에 대한 좋은 감정은, 설령 그들이
조금이라도 가졌었다 해도, ㄱ언쟁과
의견 충돌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
기때문이다.

7 그 당시 나는 열네 살이었다. 내

친가에는 장로교파가 전파되었는데,
그 중 네 사람, 곧 나의 모친 루시, 나
의 형제들인 하이럼, 새뮤얼 해리슨,
그리고 누이 소프로니아가 그 교회
에가입하였다.

8 이 커다란 동요의 시기에 내 마
음은 진지한 묵상에 잠기는 한편 심
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
러나 비록 나의 감정이 깊고 종종 강
렬하기까지 하였고, 비록 사정이 허
락할 때마다 자주 그들의 집회에 참
석하였으나, 여전히 나 자신은 이 모
든 종파에서 떨어져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 마음은 어느 정도 감
리 교파에 호의를 가지게 되었고, 그
에 속하고자 하는 소망을 얼마간 느
꼈으나, 다른 종파들 사이에 혼란과
다툼이 너무 컸으므로 어리고 세상
사에 미숙한 나로서는 누가 옳고 누
가 그른지 어떤 확실한 결론에 이르
는것은불가능했다.

9 내마음은때때로크게흥분되었
으며, 부르짖음과 소란은 매우 크고
그칠 새가 없었다. 장로교도는 침례
교도와 감리교도에 대해 가장 단호
하게 반대 의사를 나타내었고 그들
의 잘못을 증명하기 위해, 또는 적어
도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잘못되
어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
온갖 논리와 궤변을 다 사용하였다.
다른한편으로침례교도와감리교도
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교리를 세
우고 다른 모든 교리가 그릇됨을 증
명하려고 노력함에 있어 똑같이 열

5ㄱ 마 24:23. 6ㄱ 안내다툼.



성적이었다.
10 이러한 언쟁과 의견의 혼돈 속

에서나는종종, 어떻게할것인가? 이
모든 교파 중에 누가 ㄱ옳은가? 아니
면그들모두가다그릇된것인가? 만
일그들중어느하나가옳다면, 그것
은 어느 것이며, 나는 어떻게 그것을
알수있을까? 하고자문해보았다.

11 내가 이들 종교적 열성자들의
논쟁으로야기된극심한어려움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루는 야고보서
일 장 오 절을 읽고 있었다. 그 곳에
는다음과같이씌어있었다. 너희중
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
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
니하시는하나님께구하라그리하면
주시리라.

12 경전의어느구절도, 이때이구
절이 내 마음에 임한 것보다 더 힘차
게 사람의 마음에 임한 적은 결단코
없었다. 그구절은마치큰힘을지니
고 내 마음의 느낌 속으로 속속들이
파고드는 것 같았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
다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나는 거듭거듭 이 구절에 대해 깊이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어떻게 행동
해야할지나는몰랐고, 또내가그때
가지고 있던 것 이상의 지혜를 얻을
수있기전에는나는결코알수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서로 다
른 교파의 종교 교사들이 같은 성경
구절을 너무나 서로 다르게 ㄱ이해하

여, ㄴ성경에호소하여의문을해결하
는 것에 대한 모든 신념이 파괴되어
버렸기때문이었다.

13 드디어 나는 암흑과 혼란 속에
머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야고보가
지시하는 대로, 즉 하나님께 구하든
가 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나
는 마침내 ㄱ“하나님께 구하기로”결
심하였는데, 이는 만일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
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면 내가 해 보리라고 결론지었기 때
문이었다.

14 그래서 이 결심 곧 하나님께 구
하기로 한 나의 결심에 따라 나는 그
렇게 해 보고자 숲으로 들어갔다. 때
는 일천팔백이십년 이른 봄 아름답
고맑게갠날아침이었다. 내가그러
한 시도를 한 것은 나의 평생에 처음
이었는데, 이는 나의 모든 염려 중에
서도내가아직소리내어 ㄱ기도하기
를 시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
이었다.

15 내가 이전에 가고자 계획했던
곳으로 들어간 뒤에 주위를 살펴 나
혼자임을 확인한 후, 나는 무릎을 꿇
고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하
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
자마자, 곧바로 나는 나를 완전히 압
도하는 어떤 힘에 사로잡혔고, 그 힘
이 놀라운 영향력을 내게 미쳐 내 혀
를묶어서나는말을할수가없었다.
캄캄한 어둠이 내 주위에 모여들었

58조셉 스미스－역사 1:10~15

10ㄱ 안내진리.
12ㄱ 고전 2:10~16.

ㄴ 안내성경.

13ㄱ 안내기도.
14ㄱ 안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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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동안은 내가 갑작스런 멸망을
당할운명에놓인것만같았다.

16 그러나 나를 사로잡은 이 원수
의 힘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도록 하
나님을 ㄱ부르고자내온힘을다하면
서도, 내가 막 절망 속으로 가라앉아
멸망에－상상 속의 멸망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에게서도 전에 결
코 느껴보지 못했던 놀라운 힘을 가
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온 어떤 실
제적인존재의힘에－금방이라도내
자신을포기할것같은바로그순간,
이 큰 공포의 순간에, 나는 내 머리
바로 위에 ㄴ해보다도 더 밝은 ㄷ빛기
둥을 보았으며, 그 빛기둥은 점차 내
려와이윽고내게임하였다.

17 그 빛기둥이 나타나자마자 나
는 나를 결박했던 원수에게서 풀려
났음을깨달았다. 그빛이내위에머
물렀을 때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ㄱ영광을지닌 ㄴ두분이내위,
공중에 서 계신 것을 ㄷ보았다. 그 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
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리
켜 말씀하시기를－이는 내 ㄹ사랑하
는 ㅁ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다.

18 내가 주께 ㄱ묻기 위해 갔던 목
적은 모든 교파 중에 어느 것이 옳은
가를 알아 어디에 가입해야 할지를

알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내가
정신을 차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마자나는즉시내위에빛가운데서
계시는 두 분께 모든 교파 중에 어느
것이 옳으며 (이때까지는 모두가 그
르다는 생각을 내 마음에 품어 본 적
이 없었다.)－내가 어디에 가입해야
할것인가를물었다.

19 내가 받은 대답은 그 중 어디에
도 가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는
데, 이는 그들이 모두 ㄱ그르기 때문
이라는 것이었다. 나에게 말씀하신
분은, 그들의 모든 신조는 그가 보시
기에 가증하며 그 신자들은 모두 부
패하였다고 말씀하시고“그들이 입
술로는 나를 ㄴ가까이 하나 그들의
ㄷ마음은내게서멀리떠났으며, 그들
은사람의 ㄹ계명을교리로가르치고,
경건의 ㅁ모양은있으나그능력은부
인하는도다”라고하셨다.

20 그분은 다시 나에게 그 중 어디
에도 가입하는 것을 금하셨으며, 다
른 많은 것을 내게 말씀해 주셨으나
그것을 지금 기록할 수는 없다. 내가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 나는 내가 하
늘을 쳐다보며 똑바로 누워 있음을
알았다. 그빛이떠났을때나는기운
이 없었으나 곧 어느 정도 회복이 되
어 집으로 갔다. 그리고 내가 벽난로
에기대어있을때, 모친은무슨일인

16ㄱ 모세 1:20.
ㄴ 계 1:16.
ㄷ 행 26:13.

17ㄱ 안내영광.
ㄴ 행 7:55~56; 골 3:1. 

안내하나님, 신회.
ㄷ 안내시현.

ㄹ 마 3:17; 17:5; 
3니 11:7.

ㅁ 안내예수 그리스도.
18ㄱ 교성 6:11; 46:7.
19ㄱ 시 14. 

안내배도－초대 기독교
교회의 배도.

ㄴ 사 29:13~14; 
겔 33:30~31.

ㄷ 안내배도－일반적인
배도.

ㄹ 딛 1:14; 
교성 45:29.

ㅁ 딤후 3:5.



지 물으셨다. 나는 이에“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게 잘 되었어요－전 정
말괜찮아요.”라고대답하였다. 그러
고 나서 나는 내 모친께 말씀드리기
를“장로교가참되지않다는것을내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
다. ㄱ대적은 내가 그의 왕국을 방해
하며 괴롭히는 자가 되기로 정해진
것을 내 생애의 아주 이른 시기에 알
고있었던것같다. 그렇지않다면왜
어둠의 세력들이 연합하여 나를 대
적하였겠는가? 왜 어린아이나 다름
없는나에대하여 ㄴ반대와박해가일
어났겠는가?

일부 목사와 다른 종교 신자들이 첫
번째시현의이야기를거부함－박해
가 조셉 스미스에게 가해짐－그가
시현의 실재성에 대해 증언함(21절
~26절).

21 나에게 이 ㄱ시현이 있은 지 며
칠 후, 나는 감리교 목사 한 사람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는데, 그는 앞
서 언급한 종교적 동요 속에서 매우
활동적이었다. 나는 종교 문제에 관
하여 그와 대화를 나누다가 기회가
되어 그에게 나에게 있었던 시현을
이야기하였다. 나는 그의 행동에 매
우 놀랐는데, 그는 내 이야기를 가볍
게 취급할 뿐만 아니라 매우 경멸하
였으며, 그것은 모두 악마에게서 비
롯된 것이고, 오늘날 ㄴ시현이나 ㄷ계

시같은것은없으며, 그러한일은모
두 사도들과 함께 이미 그쳤고, 결코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22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한 이야기가 종교 신자들 사이에서
내게 대한 큰 편견을 야기하였고 심
한 ㄱ핍박의원인이되었다는것을곧
알게 되었으며, 핍박은 계속 커져갔
다. 비록내가겨우나이가십사오세
에 불과한 ㄴ이름 없는 소년이었고,
생활 상태로 보더라도 세상에서 보
잘것 없는 소년이었으나, 그럼에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큰
관심을 가지고, 나에 대한 민심을 선
동하여 심한 핍박을 일으켰다. 그리
고 이것은 모든 교파에 공통적이었
으니, 모두가 연합하여 나를 핍박하
였던것이다.

23 이것은 당시 나로 하여금 진지
한 숙고를 하게 만들었으며, 이후로
도 종종 그리하였다. 참으로 얼마나
이상한일인가, 만십사세를갓넘긴
무명의 소년이자, 또한 하루하루 일
하여 부족한 생계비를 벌어야 하는
처지의 소년이 그토록 중요한 인물
로 여겨져 당시의 제일 유명한 교파
들의 큰 어른들의 주의를 끌며 그들
내부에 극심한 핍박과 비방의 태도
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 그러나 이
상하든아니든그것은사실이었으며
그것은 종종 나에게 큰 슬픔의 원인

60조셉 스미스－역사 1:21~23

20ㄱ 안내악마.
ㄴ 니후 2:11; 

교성 58:2~4. 
안내역경.

21ㄱ 안내첫번째 시현.
ㄴ 안내시현.
ㄷ 안내계시.

22ㄱ 약 5:10~11. 

안내박해하다, 박해.
ㄴ 삼상 16:7; 

앨 37:35.



61 조셉 스미스－역사 1:24~26

이되었다.
24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 시현을 보았다는 것은 사실이었
다. 그 이래로 나는 내가 ㄱ바울과 매
우 비슷하게 느꼈다고 생각해 왔으
니, 그가 아그립바 왕 앞에서 자신을
ㄴ변호하며그가빛을보고음성을들
었을 때 그에게 있었던 시현에 대하
여 이야기했어도, 그를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며, 일부는 그가 거짓말
한다고 하였고, 다른 이들은 그가 미
쳤다고 말하였다. 또 그는 조롱당하
고욕설을들었다. 그러나이모든것
이 그의 시현의 실재성을 파괴하지
는 못하였다. 그는 시현을 보았고 자
기가 보았음을 알았으며, 하늘 아래
어떠한 핍박도 그것을 변경시킬 수
없었다. 비록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
여 죽음에 이르게 한다 할지라도, 그
는 자신이 빛을 보았으며 자기에게
말씀하시는음성을들었다는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의 마지막 숨을 거두
기까지 알고 있었을 것이며, 온 세상
이라 할지라도 그로 하여금 다르게
생각하게 하거나 믿게 할 수는 없었
을것이다.

25 나의 경우도 그러하였다. 나는
실제로 빛을 보았고 그 빛 가운데서
두 ㄱ분을보았으며, 그분들은실제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비록 내
가시현을보았다고말함으로써미움
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것은 사실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에 대하여 그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
를 욕하고 나에 대하여 모든 거짓으
로악한말을할때, 나는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진실
을 말하는데 왜 나를 핍박하는 것일
까? 나는 실제로 시현을 보았는데 내
가 누구관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
겠는가? 왜세상은내가실제로본것
을 나로 하여금 부인하게 하려 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나는 시현을 보았
기 때문이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었
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심
을내가알고있었기에, 나는그사실
을 ㄴ부인할수없었으며감히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거스려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과 정죄 아래
놓이게된다는것을알고있었다.

26 이제 나는 세상의 교파 문제에
관한 한 내 마음에 만족을 얻었으
니－그 어느 곳에도 가입할 의무가
내게는 없으며 다만 추후의 지시가
주어질 때까지 이대로 계속해 나가
면 되었다. 나는 야고보의 ㄱ증언 즉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께 구
하면 얻을 것이요 꾸짖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것이참됨을알았다.

모로나이가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
남－조셉의 이름이 모든 나라 가운
데 좋게도 나쁘게도 알려지게 될 것
임－모로나이가몰몬경에관하여또
다가올 주의 심판에 관하여 이야기

24ㄱ 안내바울.
ㄴ 행 26:1~32.

25ㄱ 조역 1:17.

ㄴ 안내용기, 용기있는;
고결.

26ㄱ 약 1:5~7.



하며 경전 구절을 많이 인용함－금
판이 감추어져 있는 곳을 알려 줌－
모로나이가계속하여선지자를가르
침(27절~54절).

27 내가 시현을 보았다고 계속 확
언하였으므로 종교인이나 비종교인
을 막론하고 온갖 부류의 사람들에
게서 끊임없이 심한 핍박을 받으면
서 나는 일천팔백이십삼년 구월 이
십일일까지 나의 평범한 생업에 계
속종사해오고있었다.

28 내가 시현을 본 때로부터 일천
팔백이십삼년에이르기까지그사이
의 기간 동안－나는 당시의 어느 교
파에도 가입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
었고 매우 어린 나이였는데다 나의
친구가 되어 주고 친절히 나를 대해
주며, 만일 내가 미혹되었다고 생각
되면 나를 돌이키기 위해 적절하고
도 애정에 찬 방법으로 애써야 마땅
할 사람들에게서 핍박을 받았으므
로－나는 온갖 ㄱ유혹에 노출되었으
며, 온갖 부류의 무리와 어울리면서
자주 많은 어리석은 잘못에 빠졌고,
젊음의 약점과 인간 본성의 결점을
드러냈으며, 말하기 송구스럽지만,
이것은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거슬
리는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게 하였
다. 이러한 고백을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떠한 큰 죄나 사악한 죄를 범했다
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죄를
범할 기질은 결코 내 본성에 있지 않
았다. 그러나 나는 경망한 언행의 잘

못을 범하였고 때로 명랑한 무리들
과 어울리는 등, 하나님에게서 내가
받은것과같은 ㄴ부르심을받은자가
마땅히 유지하여야 할 성격과는 일
치하지 않는 행동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나의 타고난 쾌활한 성격을 아는 어
떤 사람에게도 그다지 이상하게 생
각되지는않을것이다.

29 이러한 일의 결과로 나는 종종
나의 약점과 불완전함으로 인해 정
죄받는 느낌을 가졌다. 그리하여 앞
서 말한 구월 이십일일 저녁에 자려
고 침실에 들어간 후 나는 나의 모든
허물과 어리석음을 사해 주실 것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처지와
입장을 알 수 있도록 나에게 나타내
주실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힘을
다해 ㄱ기도하며 간구하였다. 왜냐하
면 내가 이전에 얻은 것 같이 신성한
나타내심을 얻을 수 있다는 전적인
확신이있었기때문이다.

30 내가 이같이 하나님을 부르며
간구하고있을때, 나는한줄기빛이
내 방에 깃들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
했다. 그 빛이 점점 퍼져 마침내 내
방은 한낮보다도 더 밝아지더니 홀
연히 ㄱ누가 내 침대 곁에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때 그의 발이 마룻바닥
에 닿지 않았으므로 나는 그가 공중
에서있음을알았다.

31 그는 좀 늘어진 지극히 ㄱ흰 성
의를 걸치고 있었으며 그 흰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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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ㄱ 안내유혹하다, 유혹.
ㄴ 안내부르다,

하나님에게서 부름

받은, 부름.
29ㄱ 안내기도.
30ㄱ 안내천사; 모로나이,

몰몬의 아들.
31ㄱ 행 10:30; 니전 8:5; 

3니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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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내가 이 세상에서 보지도 못한
것이었고, 세상에 그토록 희고 찬란
한 것이 있다고는 믿기조차 어려운
것이었다. 그의 손은 드러나 있었고
손목 조금 위에까지 팔도 드러나 있
었으며 발도 벗은 채였고 발목 조금
위까지 다리도 드러나 있었다. 또한
머리와 목도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드러나 있었고 그가 입은 성의가
열려있어앞가슴이들여다보였으며
그리하여 나는 그가 그 외에 다른 옷
을입지않았음을알았다.

32 그의 성의만이 그토록 흰 것이
아니라 그의 온 몸이 형용할 수조차
없이 ㄱ희었으며 그의 얼굴은 ㄴ번갯
불처럼 빛났고 방이 그토록 밝은데
도 그의 주변은 더욱 밝았다. 처음에
나는 그를 보고 ㄷ두려워하였으나 곧
두려움은내게서물러갔다.

33 그는나의 ㄱ이름을부르면서자
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내
게 보내진 천사 모로나이임을 밝히
고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실 일이 있
다는 것을 전하였으며, 나의 이름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좋
게도전하여지고나쁘게도전하여지
며 모든 백성의 입에 좋게도 오르내
리며나쁘게도오르내리리라고말하
였다.

34 그는 이 대륙의 옛 주민에 관한
기사와 그들이 어디서 왔는가에 관
한 기사가 실려 있는, ㄱ금판에 씌어
진, ㄴ책이 묻혀 있다고 전하면서, 그
책에는 구주께서 친히 고대 주민들
에게전하신바영원한복음의 ㄷ충만
함이또한실려있다고하였다.

35 또한 은테에 물린 돌 두개가 있
는데－ㄱ가슴판에 연결된 이 돌들은
ㄴ우림과 둠밈이라 불리는 것을 이루
며－판과 함께 묻혀 있고, 이 돌들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고대 곧
예전에는 ㄷ“선견자”가 되었으며, 하
나님께서는 그 책을 번역할 목적으
로이를마련해두셨다고하였다.

36 이러한 것들을 내게 말한 다음
그는 ㄱ구약전서의 예언들을 인용하
기 시작하였다. 우리의 성경에 나오
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는 먼저
ㄴ말라기서 삼 장의 일부를 인용하였
고 또한 같은 예언서의 마지막 장인
사장을인용하였다. 그는그일절을
우리의 책에 나오는 대로 인용하는
대신다음과같이인용하였다.

37 보라, 용광로같이 ㄱ타는 ㄴ날이
이르리니, 모든 교만한 자와 참으로
모든악하게행하는자는다 ㄷ지푸라
기같이 타리라. 이는 오는 자들이 그
들을 사르리니, 만군의 주가 이르노

32ㄱ 3니 19:25. 안내영광.
ㄴ 출 34:29~35; 힐 5:36;

교성 110:3.
ㄷ 출 3:6; 이더 3:6~8, 19.

33ㄱ 출 33:12, 17; 
사 45:3~4.

34ㄱ 안내금판.
ㄴ 안내몰몬경.
ㄷ 안내복음의 회복.

35ㄱ 레 8:8. 
안내놋쇠판.

ㄴ 출 28:30. 
안내우림과 둠밈.

ㄷ 안내선견자.
36ㄱ 안내구약.

ㄴ 안내말라기.
37ㄱ 3니 25:1~6; 

교성 64:23~24. 

안내지구－지구가
깨끗하게 됨;
세상－세상의 끝.

ㄴ 안내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ㄷ 나 1:8~10; 
니전 22:15, 23; 
니후 26:4~6; 
교성 29:9.



라, 그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38 그리고 또, 그는 그 오 절을 다
음과같이인용하였다. 보라, 주의크
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선
지자 ㄱ엘리야의 손으로 너희에게
ㄴ신권을드러내리라.

39 그는 또한 그 다음 구절을 다르
게 인용하였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들에게 한 ㄱ약속들을 자녀들의 마음
에 심을 것이요, 자녀들의 마음은 그
들의 아버지들에게로 ㄴ돌이키리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오실 때
에온땅은완전히황폐하게되리라.

40 이에 덧붙여 그는 이사야 십일
장을 인용하며 이르기를, 이것은 바
야흐로 성취되려 하고 있다고 하였
다. 그는또한사도행전삼장이십이,
이십삼절을우리의신약전서에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인용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그 ㄱ선지자는 그리스도시
라하였고그러나“그의음성을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ㄴ끊어버
림을당할”그날이아직은오지아니
하였으나곧이르리라고하였다.

41 그는 또한 ㄱ요엘서 이 장 이십
팔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인용하
고 또한 이르기를, 이는 아직 이루어
지지 아니하였으나 곧 이루어질 것
이라 하였다. 덧붙여 그는 말하기를
ㄴ이방인의 충만함이 곧 임하리라고
하였다. 그가 다른 많은 경전 구절을

인용하고 많은 설명을 해 주었으나
그것을여기에언급할수는없다.

42 또 그는 말하기를, 자신이 말한
그 판을 내가 가지게 되면－이는 그
판을 얻게 될 때가 아직 되지 아니하
였기 때문이었다－나는 아무에게도
그것을 보여서는 안 되며, 우림과 둠
밈이 달린 가슴판도 그러하되, 다만
그것들을 보여 주도록 내가 명령 받
은 사람들에게만 보여야 하고, 만일
그 외의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 준다
면 나는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가 판에 관하여 나와 대화하는 사
이 내 ㄱ마음 가운데는 시현이 열려
나는 판이 묻힌 곳을 선명하고 뚜렷
하게 볼 수 있었으며, 그리하여 내가
그곳을찾아갔을때나는바로그곳
임을알았다.

43 이러한교통후에내가보매, 방
안에 있던 빛이 내게 말씀하시던 분
의 주위로 즉시 모이기 시작하더니
계속하여 그렇게 되다가, 이윽고 그
의 바로 주위만 밝을 뿐 방안은 또다
시 어두워졌다. 그러다가 홀연히 전
과 같이 하늘 바로 위로 통로가 열리
는 듯하더니 그는 올라가 드디어는
보이지 아니하였고, 방안은 다시 하
늘의빛이깃들기이전처럼되었다.

44 나는 누운 채로 그 특이한 광경
을 마음에 두고 특별한 임무를 지닌
사자가 내게 전해 준 바를 크게 기이
하게 생각하며 있었는데, 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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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ㄱ 교성 27:9; 110:13~16.
안내엘리야.

ㄴ 안내열쇠, 신권의; 신권.
39ㄱ 갈 3:8, 19.

ㄴ 안내계보; 구원, 
죽은 자를 위한.

40ㄱ 신 18:15~19.
ㄴ 3니 20:23; 21:20.

41ㄱ 행 2:16~21.
ㄴ 롬 11:11~25; 

교성 88:84. 안내이방인.
42ㄱ 안내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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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명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나는
내 방에 다시 빛이 들기 시작하는 것
을 발견하였다. 전과 같이 순식간에
바로 그 하늘의 사자가 다시 내 침대
곁에있었다.

45 그는 이야기를 시작하여 처음
방문 때 전하였던 말을 한 마디도 틀
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시 전하였
고, 그런후에, 기근과검과역병으로
인한큰황폐로큰심판이땅위에임
하며 이 두려운 심판이 이 세대에 이
땅에 임하리라는 것을 내게 알려 주
었다. 이 말을 마친 뒤 그는 다시 그
전처럼하늘로올라갔다.

46 이때에 이르러서는 내가 받은
인상들이 내 마음에 깊게 새겨져 잠
은 내 눈에서 달아나 버렸고 나는 보
고 들은 일에 놀라워하며 압도되어
누워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사자를
다시내침대곁에서보고, 그가그전
과 똑같은 말을 내게 반복하여 되풀
이하는것을들었을때, 나는더욱놀
라고 말았다. 그는 덧붙여 내게 주의
를 주며 말하기를 (내 친가의 궁핍한
형편 때문에) 재물을 얻을 목적으로
그 판을 취하도록 ㄱ사탄이 나를 ㄴ유
혹하려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나
에게 이를 금하면서 내가 그 판을 얻
음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
게 하려는 목적 외에 다른 어떠한 목
적도 있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왕
국을 세우려는 것 외에 다른 어떠한
ㄷ동기에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것
을얻을수없을것이라고하였다.

47 이세번째방문후에그는그전
처럼 다시 하늘로 올라갔고 나는 다
시 내가 방금 겪은 기이한 일에 대하
여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하늘의 사
자가 세 번째로 내게서 떠나 올라간
거의 직후에 닭이 울었고, 나는 동이
트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리하
여 우리의 대화가 밤새도록 계속되
었음을알았다.

48 잠시 후에 나는 침대에서 일어
나 평상시대로 해야 할 일을 하러 갔
다. 그러나다른때처럼일을하려하
였을 때 나는 기력이 너무나 소진되
어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나와 함께 일하던 부친이 무
슨좋지않은일이있는줄알고나더
러 집에 가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집
으로가려는생각으로출발하였으나
우리가 있던 밭의 울타리를 지나려
하였을 때, 완전히 기진하여 땅에 쓰
러졌으며,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의
식하지못했다.

49 내가생각해낼수있는첫번째
일은 내 이름을 부르며 나에게 말을
거는 음성이었다. 내가 쳐다보니, 바
로 그 사자가 그전처럼 빛에 둘러싸
여 내 머리 위에 서 있는 것이 보였
다. 이어서 그는 또다시 지난밤에 내
게 전하였던 말을 모두 나에게 다시
말하고, 내 ㄱ부친에게 가서 내가 받
은 시현과 계명에 대해 말씀드리라

44ㄱ 안내깊이 생각하다.
46ㄱ 안내악마.

ㄴ 안내유혹하다, 유혹.

ㄷ 교성 121:37.
49ㄱ 안내스미스, 조셉, 일세.



고내게명했다.
50 나는 순종하여 밭에 계시는 부

친에게 돌아가 그에게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다. 부친은 그것이 하나님
에게서 온 것이라고 하시며 내게 사
자가 명한 대로 가서 행하라고 하셨
다. 나는밭을떠나사자가판이묻혀
있다고 했던 장소로 갔고, 그에 관해
내가 보았던 시현이 뚜렷했던지라
나는 그 곳에 도착하자마자 그 자리
를알수있었다.

51 뉴욕 주 온타리오 군 맨체스터
마을 인근에, 그 근방에서는 제일 높
은 큼직한 ㄱ산이 하나 있다. 정상에
서 멀지 않은 이 산 서편, 큼지막한
돌 밑에 판이 있었는데 돌 상자 속에
놓여있었다. 이돌은위쪽중앙부분
이 두껍고 둥글며 가장자리로 갈수
록 얇게 되어 있어서 그 중앙 부분은
땅 위로 드러나 보였지만 가장자리
는모두흙으로덮혀있었다.

52 나는 흙을 치운 다음, 지렛대를
구해다가돌가장자리밑에고정시키
고약간의힘을주어들어올렸다. 안
을 들여다보니, 정말 거기에는 사자
가말한대로 ㄱ판과 ㄴ우림과둠밈, 그
리고 ㄷ가슴판이보였다. 이것들이담
겨 있는 상자는 일종의 시멘트로 돌
들을 함께 쌓아 만든 것이었다. 상자
밑바닥에는 돌 두 개가 상자를 가로
질러놓여져있고, 이돌위에판과또
다른것들이놓여있었다.

53 나는 그것들을 꺼내려 하였으

나 사자가 금하였으며 그것들을 꺼
낼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고, 그때
로부터 사 년까지는 이르지 아니하
리라는 것을 다시 알려 주었다. 그러
나 그는 내가 그때부터 정확히 일 년
후에그곳에와야하며, 거기에서그
가나를만날것이며, 판을얻을때가
오기까지 내가 계속해서 그렇게 해
야한다고내게말했다.

54 따라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매
한해가다되면, 매번그곳에서같은
사자를 만났으며, 우리가 가진 모든
대화에서주께서하고자하시는바가
무엇이며, 어떻게 또 어떠한 방식으
로 마지막 날에 그의 ㄱ왕국이 인도되
어야할것인가에관해그로부터가르
침과지식을얻었다.

조셉스미스가에머헤일과결혼함－
그는모로나이에게서금판을받아문
자일부를번역함－마틴해리스가안
톤 교수에게 문자와 번역문을 보임.
그가“나는 봉해진 책은 읽을 수 없
다”고말함(55~65절).

55 내 부친의 생활 형편이 매우 어
려웠기에, 우리는 일당을 받고 일하
거나 그렇지 않으면 달리 할 수 있는
대로 기회를 찾아 우리 손으로 직접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우리는 때
로는 집에 있었고, 때로는 집을 떠나
있었는데, 계속해서일함으로써편안
한생계를유지할수있었다.

56 1823년 내 부친의 가족은 내 맏

66조셉 스미스－역사 1:50~56

51ㄱ 안내쿠모라 산.
52ㄱ 몰 6:6. 

안내금판.

ㄴ 안내우림과 둠밈.
ㄷ 안내가슴판.

54ㄱ 안내하나님의 왕국

또는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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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ㄱ앨빈의사망으로큰고통을겪었
다. 1825년 10월 나는 뉴욕 주 세낭
고 군에 사는 조시아 스톨이라 하는
노신사에게 고용되었다. 그는 펜실
베이니아 주 사스케하나 군 하모니
에서 스페인 사람들이 개발한 은광
에대해들은바가있어서, 내가그에
게고용되기전에, 할수있으면광맥
을 발견해 보려고 발굴 작업을 해 오
던중이었다. 내가가서그와함께지
내게 된 이후에 그는 그의 다른 일꾼
들과 함께 나를 데리고 가서 은광 발
굴작업을했고, 이곳에서나는한달
가까이 일을 계속했으나, 우리의 노
력은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마침내
나는 그 노신사를 설득하여 발굴을
중단하게 하였다. 내가 돈 발굴가였
다는 이야기가 세상에 널리 퍼진 것
은이때문이었다.

57 내가 이같이 고용되어 있는 동
안 그 지방의 아이잭 헤일씨 댁에 하
숙을 하게 되었는데 내가 처음 내 아
내 (헤일씨의딸) ㄱ에머헤일을본것
은 그 곳에서였다. 1827년 1월 18일
우리는 결혼하였는데, 내가 아직 스
톨씨에게고용되어있을때였다.

58 내가 시현을 보았다고 계속 주
장함으로 인하여 ㄱ핍박은 여전히 나
를 따라다녔고, 내 아내의 친정 가족
은 우리가 결혼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심하게 반대했다. 그러므로 나는 부
득이 내 아내를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야 했고, 우리가 가서 결혼한 곳은

뉴욕 주 세낭고 군 사우스베인브릿
지에 있는 타빌 치안판사의 집이었
다. 결혼하자마자 나는 스톨씨에게
서 나와 내 부친에게로 가서 그 계절
은부친과함께농사를지었다.

59 드디어 판과 우림과 둠밈과 가
슴판을 얻을 때가 이르렀다. 일천팔
백이십칠년 구월 이십이일, 또 한 해
가다되어늘하던대로그것들이묻
혀있는곳으로가자, 바로그하늘의
사자가 다음과 같은 명령과 함께 그
것들을 내게 내주었다. 즉 내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만일 내가 소
홀히 하거나 나 자신이 조금이라도
ㄱ태만하여 그것들을 잃는다면 나는
끊어버림을 당할 것이나, 그 사자가
이를달라할때까지내가온힘을다
하여 ㄴ보전하려고 애쓴다면 그것들
은보호될것이라고하였다.

60 나는 그것들을 안전하게 지키
도록 그처럼 엄한 당부를 받은 이유
와 내가 내 손에 요구되는 일을 끝내
면 그가 이를 가지러 오겠다고 한 이
유를곧알게되었다. 그것은내가그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
지자마자이를내게서빼앗아가려고
온갖 격렬한 수단이 다 사용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목적을 위하여 생각
해낼수있는모든술책이다동원되
었다. 핍박은 이전보다 더 혹독하고
격심해졌으며 수많은 무리가 할 수
만 있으면 그것들을 내게서 빼앗아
가려고 끊임없이 노리고 있었다. 그

56ㄱ 교성 137:5~8.
57ㄱ 안내스미스, 에머 헤일.
58ㄱ 안내박해하다, 박해.

59ㄱ 조역 1:42.
ㄴ 안내경전－경전의 보존.



러나 내가 이를 사용하여 내게 요구
된 일을 끝낼 때까지 하나님의 지혜
로 그것들은 내 손에 안전히 보관되
었다. 약속된 대로 사자가 이를 가지
러 왔을 때 나는 그것들을 그에게 넘
겨주었고, 일천팔백삼십팔년 오월
이일인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가 이
를간직하고있다.

61 그러나 동요는 여전히 계속되
었고 천 개의 혀를 가진 소문은 항상
부친의 가족에 대해서, 또 나 자신에
대해서 거짓을 유포시키고 있었다.
만일 내가 그 천분의 일만을 말한다
해도족히여러권의책이될것이다.
그러나 핍박이 심해져서 견딜 수 없
게 되었으므로 나는 맨체스터를 떠
나 내 아내와 함께 펜실베이니아 주
사스케하나 군으로 가지 않을 수 없
었다. 출발하려고 준비하는 동안－
몹시 가난하고 우리에게 닥친 핍박
이 너무도 심했기 때문에 형편이 달
라질가망은없었는데－이러한고난
중에 ㄱ마틴 해리스라고 하는 신사와
친하게 되었고 그는 우리에게 와서
오십 불을 주면서 우리의 여행에 보
태 쓰라고 했다. 해리스씨는 뉴욕 주
웨인 군 팔마이라 군구에 사는 덕망
있는농부였다.

62 이 시의적절한 도움으로 나는
펜실베이니아 주의 나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고, 그 곳에 도착하자
마자 나는 판의 문자를 필사하기 시
작하였다. 나는 그것을 상당량 필사
하였고 ㄱ우림과둠밈을가지고그일

부를 번역하였는데 이것은 내가 처
가에 도착한 십이월부터 다음해 이
월사이의일이었다.

63 이이월중어느날앞서언급한
마틴 해리스씨가 우리가 있는 곳에
와서 내가 판에서 필사한 문자를 가
지고뉴욕시로갔다. 그와그문자에
관련하여 일어난 일에 대하여는, 그
가돌아와내게말해준그대로그상
황에 대한 그 자신의 이야기를 인용
하는바이다. 그것은다음과같다.

64 “나는 뉴욕 시에 가서 찰스 안
톤 교수에게 번역된 문자와 그 번역
문을 보였는데, 그는 문학에 조예가
깊기로 유명한 분이었다. 안톤 교수
는 번역은 정확하며 이전에 본 그 어
떤 애굽어 번역보다 더 정확하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아직 번역
되지 않은 문자들을 그에게 보여 주
자그는그것이애굽어, 갈데아어, 앗
시리아어, 그리고 아라비아어라고
하며 말하기를, 그것은 틀림없는 문
자들이라고 하였다. 그는 팔마이라
사람들에게 그것이 틀림이 없는 문
자들이라는 것과 또한 그러한 문자
에 대한 번역 역시 번역된 그대로 정
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나에게 주었다. 내가 그 증명서를 받
아 호주머니에 넣고 그 집을 막 나서
려는데 안톤씨가 나를 다시 불러 세
우고 그 젊은이는 그가 발견했다는
곳에 금판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
내었는가를 내게 물었다. 나는 하나
님의 천사가 그에게 그것을 계시해

68조셉 스미스－역사 1:61~64

61ㄱ 교성 5:1. 안내해리스, 마틴. 62ㄱ 안내우림과 둠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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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고대답했다.
65 “그러자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 증명서를 봅시다’라고 해서 내
가 그것을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그
에게 주자, 그는 그것을 받아 찢으면
서 ㄱ천사의성역과같은그러한일은
이제 없으며, 만일 자기에게 그 판을
가져온다면 자기가 그것을 번역해
주겠다고 말했다. 내가 그에게 판의
일부가 ㄴ봉해져 있으며 내가 그것을
가져오는 일은 금지되어 있다고 하
자 그는‘나는 봉해진 책은 읽을 수
없다’고 대답했다. 나는 그를 떠나
미첼 박사에게 갔는데 그는 문자와
번역에 관하여 안톤 교수가 말한 것
을인정하였다.

••••

올리버 카우드리가 서기로서 몰몬경
번역에 봉사함－조셉과 올리버가 침
례 요한에게서 아론신권을 받음－그
들은 침례 받고 성임되어 예언의 영
을받음(66~75절).

66 1829년 4월 5일 ㄱ올리버 카우
드리가 나의 집에 왔다. 그때까지 나
는 결코 그를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내게 말하길, 자기는 내 부친이 사시
는 곳 근처의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고, 내부친또한자녀를그학교
에 보내는 사람이었기에, 한동안 부
친의 집에 하숙했었는데, 그 곳에 있

는 동안 가족들이 내가 판을 얻은 경
위를 이야기해 주었으므로 내게 물
어보러왔다고말했다.

67 카우드리씨가 도착한 지 이틀
후에(4월7일) 나는몰몬경을번역하
기 시작했으며 그는 나를 위하여 필
기하기시작했다.

••••

68 우리는 여전히 번역 일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달(1829년 5
월) 어느 날 우리는 판을 번역하다가
그 가운데 언급되어 있음을 알게 된
ㄱ죄 사함을 위한 ㄴ침례에 관하여 기
도하여 주께 물어 보려고 숲 속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주를 부르고 있을 때 하늘에서 온
ㄷ사자가 빛 ㄹ구름 가운데 내려와서
그의 ㅁ손을 우리 위에 얹고 우리를
ㅂ성임하여이르기를,

69 나의 동료 종들인 너희에게 메
시야의 이름으로 나는 ㄱ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
의 복음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한 침수
로써의 침례의 열쇠들을 지니고 있
나니, 이것은 ㄴ레위의아들들이또다
시 의롭게 주께 제물을 바칠 때까지
결코 다시는 땅에서 거두어지지 아
니하리라고하였다.

70 그는 이 아론 신권에는 성신의
ㄱ은사를 위한 안수례의 권능은 없으

65ㄱ 안내천사.
ㄴ 사 29:11~12; 

니후 27:10; 이더 4:4~7.
66ㄱ 안내카우드리, 올리버.
68ㄱ 안내죄 사함.

ㄴ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

ㄷ 안내침례 요한.
ㄹ 민 11:25; 

이더 2:4~5, 14; 
교성 34:7.

ㅁ 신개 1:5. 안내손, 안수.
ㅂ 안내권세; 성임하다,

성임.
69ㄱ 안내아론 신권.

ㄴ 신 10:8; 
교성 13; 124:39. 
안내레위－레위 지파.

70ㄱ 안내은사, 성신의.



나 이는 이후에 우리에게 부여되리
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라고 명하면서, 내가 올리버 카
우드리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 후에
그가 나에게 침례를 베풀어야 한다
고우리에게지시하였다.

71 따라서 우리는 가서 침례를 받
았다. 내가 먼저 그에게 침례를 베풀
고 그 후에 그가 나에게 침례를 베풀
었다－이렇게 한 후 나는 그의 머리
에내손을얹고그를아론신권에성
임하였으며, 그런 후에 그가 내게 그
의 손을 얹고 나를 같은 신권에 성임
하였다.－이는 우리가 그렇게 명받
은때문이었다.*

72 이때에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
게 이 신권을 부여한 사자는 자신의

이름이 요한이며, 신약전서에서 ㄱ침
례 요한이라 불리는 바로 그 사람이
라고하였으며, 자신은 ㄴ멜기세덱신
권의 ㄷ열쇠를 지닌 ㄹ베드로, ㅁ야고
보, ㅂ요한의 지시 아래 행동한다고
말하였고, 그 신권은 때가 되면 우리
에게 부여될 것이며, 나는 교회의 첫
ㅅ장로라일컬어지고, 그(올리버카우
드리)는 둘째 장로라 일컬어 질 것이
라고 말하였다. 우리가 이 사자의 손
으로 성임되고 침례를 받은 것은
1829년오월의열다섯째날이었다.

73 우리가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
라오자 바로 우리는 우리의 하늘 아
버지에게서오는크고영광스러운축
복을 경험하였다. 내가 올리버 카우
드리에게 침례를 베풀자마자 ㄱ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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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ㄱ 안내침례 요한.
ㄴ 안내멜기세덱 신권.
ㄷ 안내열쇠, 신권의.
ㄹ 교성 27:12~13. 

안내베드로.
ㅁ 안내야고보, 세베데의

아들.
ㅂ 안내요한, 세베데의

아들.
ㅅ 안내장로.

73ㄱ 안내성신.

* 올리버카우드리는이여러사건을다음과같이기술하였다. “결코잊혀지지않을날
들이었다－하늘의영감으로말하여지는음성을들으며앉아있는동안이가슴은한량없
는 감사를 느꼈다! 하루하루 나는 계속하여 방해받지 않고‘몰몬경’이라 불리는 역사 기
록을, 니파이인이‘해석기’라 말하곤 했던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그가 번역하는 대로 그
의입으로부터받아적었다.
“단지 몇 마디 말로써 몰몬과 그의 충실한 아들 모로나이가 기술한, 한때 하늘의 사랑

과 은혜를 입었던 백성의 흥미로운 기사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금의 나의 의도를 바꾸
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를 후일로 미루고, 서문에서 말하였듯이, 이 교회의 일
어남과직접적으로관련이있는몇가지사건으로곧바로넘어가기로하겠다. 이것은완
고한자들의찌푸린얼굴과위선자들의비방가운데서도앞으로나아가서그리스도의복
음을품속으로받아들인수천의사람들에게즐거움을주는일이될수있으리라.
“건실한정신을지닌사람이라면, 특히부패가사람들사이에채택되고있는모든형식

과체제위에의구심을만연시켰을때에는, 어느누구라도 사람들이그리스도의교회를
세워나갈정확한방법에대하여구주의입으로부터니파이인에게주어진지시를번역하
고기록할때, 예수그리스도의부활로인한선한양심에순응하기위하여물의무덤에장
사됨으로써기꺼이행하고자하는마음을나타내는특권을갈망하지않을수없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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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는 일어서서
머지않아 일어나게 될 많은 일들을
ㄴ예언하였다. 그리고또, 내가그에게
서 침례를 받자마자 나 또한 예언의
영을지니게되었고, 일어나, 이교회
의 일어남과 또 교회에 관련된 다른
많은 일들 그리고 이 세대의 사람의
자녀들에 대해 예언하였다. 우리는
성신으로충만하였으며, 우리구원의
하나님으로말미암아기뻐하였다.

74 이제 우리의 생각이 깨우침을
받아, 우리는경전을분명히 ㄱ이해하
기 시작하였고 전에는 결코 얻을 수
없었고이전에는생각하지도못했던
방식으로 경전의 더욱 신비로운 구
절들의 ㄴ참뜻과의도가우리에게밝
혀지기 시작하였다. 한편으로 주위

에 이미 드러나 있던 핍박의 기색으
로 인하여 우리는 신권을 받고 침례
받은 경위를 불가불 비밀에 부쳐 두
지않으면안되었다.

75 우리는 시시로 폭력을 당할 위
협을 받아왔는데, 이 역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
데 이들이 우리에게 폭력을 가하려
던의도는(신성한섭리하에) 내처가
식구들의영향력에의해서만저지되
었으니, 그들은 내게 매우 우호적이
되었으며, 폭도들에게 반대하였고,
기꺼이 내가 방해받지 않고 번역 일
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
며, 그리하여 가능한 한 모든 불법적
인 행동에서 보호해 줄 것을 우리에
게제의하고약속해주었다.

73ㄴ 안내예언, 예언하다. 74ㄱ 안내이해. ㄴ 요 16:13.

“구주께서이대륙위에서야곱의후손의남은자들에게성역을베푸신기사를기록하
고 난 후에는, 선지자가 그렇게 되리라 말한 대로,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백
성들의 생각을 가렸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더 깊이 생각해 보건대, 종교에 관한 커다란
분쟁과 소란의 와중에서 아무도 복음의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
세를갖고있지않다는사실도마찬가지로쉽게알수있었다. 왜냐하면예수에대한간증
이 다름 아닌 예언의 영이며, 예수께서 지상에 백성을 가졌던 이 세상의 모든 시대에 걸
쳐, 그의종교가직접적인계시에의해기초가놓여지고설립되고유지되었다는것을생
각할때, 과연계시를부인하는사람들이그리스도의이름으로의식을집행할권세가있
을까하는의문이제기될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사실들이묻혀지고그들의간계가위
험에빠지게된사람들에의해주의깊게은폐되었다하더라도, 한번사람들의얼굴에비
춰지도록허용된다면, 그것들은이미우리에게더이상묻혀진것이아니었으며, 우리는
다만‘일어나침례받으라’는계명이주어지기만을기다릴따름이었다.
“이것은오래바라지않아실현되었다. 자비가풍성하시고겸손한자의충실한기도에

언제나기꺼이응답해주시는주께서, 우리가사람들의거처에서멀리떨어져간절히그
에게 부르짖었을 때,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고자 낮게 임하셨던 것이다. 돌연 마치
영원 가운데서 온 것같이 구속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평강을 말씀하셨으며, 한편으로 휘
장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영광을 입고 내려와 간절히 바라던 말씀과 회개의 복음
의 열쇠를 전해 주었다. 얼마나 기뻤던가! 얼마나 기이하였던가! 얼마나 놀라웠던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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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고통을당하며혼란에빠져있을동안－수백만의사람들이앞못보는자처럼벽을
더듬고 있을 때, 그리고 모든 사람이 범부와도 같이 불확실한 것에 의존하고 있을 때, 우
리의 눈은 보았고, 우리의 귀는 들었으니, 마치 눈부신 햇빛 속에서처럼, 아니, 그 이상
의－자연의 대지 위에 그 찬란함을 쏟아내리던 오월 햇살의 광채보다도 더 밝은 속에서
였다! 그때, 부드러웠으나 중심까지 꿰뚫는 그의 음성과, ‘나는 너희의 동역자니라’하는
그의말은모든두려움을사라지게하였다. 우리는귀기울였고우리는바라보았으며우
리는 찬탄하였다! 그것은 영광에서 온 천사의 음성이었고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서온말씀이었다! 주의사랑이우리의영혼을불붙게하는동안, 우리는들으면서기뻐하
였고우리는전능자의시현에감싸여있었다! 어디에의심할여지가있던가? 아무데도없
었다. 불확실성은 달아났고 의심은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였으며, 한편으로 꾸
민이야기와속임수는영원히달아났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여, 생각해 보라. 잠시 더 생각해 보라. ‘나의 동료 종들인 너희

에게메시야의이름으로나는이신권과이권세를부여하노라. 이는레위의아들들이또
다시의롭게주께제물을바칠수있도록땅에머물러있으리라!’고그가말하며, 그의손
으로부터우리가성신권을받았을때, 어떠한기쁨이우리마음에가득찼으며또어떠한
놀라움으로우리가무릎을꿇었는지를! (그러한축복을받는데그누가무릎을꿇지않을
수있단말인가!)
“나는 이 마음의 느낌이나 이때에 우리를 둘러쌌던 장엄한 아름다움이나 영광을 여러

분에게 그려내려고 시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세상이나 사람들이 세월을 통해 얻은
능변으로도 이 거룩한 존재처럼 흥미롭고 숭고한 방식으로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할 수
없음을 내가 말할 때에 여러분은 나의 말을 믿으리라. 그렇다.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기쁨을 주거나 그 평화를 누리게 하거나 성령의 능력으로써 전달된 하나하나의 문장에
내포되어있는지혜를이해할능력은결코가지고있지않다! 사람이자기동료들을속이
고, 속임수가속임수를뒤따르며, 악한자의자녀들이어리석은자와배우지못한자를꾀
어내는 힘을 가져서 드디어는 오직 지어낸 이야기만을 많은 사람에게 공급하며 거짓의
열매가경솔한자를그흐름에싣고무덤으로운반해가기에이를지도모른다. 그러나그
분의 사랑의 손가락으로 한 번의 만져 주심은, 그렇다, 천상의 세계에서 오는 한 줄기의
영광또는영원의품에서구주의입에서나오는한마디말씀은이모든것을쳐서무의미
한것이되게하며이를마음에서영원히지워없앤다. 우리가천사의면전에있었다는확
신, 우리가예수의음성을들었다는확실성, 그리고하나님의뜻으로써말하게하시는대
로순결한분에게서흘러나왔던훼손되지않은진리는내게있어도저히표현할수없는
것들이다. 나는내가머물도록허락되는동안경탄과감사함으로구주의선하심의이나
타나심을 항상 바라볼 것이며, 완전함이 거하고 죄가 결코 올 수 없는 그 처소에서, 결코
그침이 없는 그날에 찬미하게 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메신저 앤드 애드보케이트
(Messenger and Advocate)제1권(1834년10월), 14~16 쪽.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 ㄱ하나
님과 그의 ㄴ아들 예수 그리스

도와 ㄷ성신을ㄹ믿는다.
2 우리는 사람이 아담의 ㄱ범법으

로인하여가아니라그들 ㄴ자신의죄
로인하여형벌을받음을믿는다.

3 우리는 그리스도의 ㄱ속죄를 통
하여, 온 인류가 ㄴ복음의 법과 ㄷ의식
에 ㄹ순종함으로써 ㅁ구원받을 수 있
음을믿는다.

4 우리는복음의첫째되는원리와
ㄱ의식은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ㄴ신앙, 둘째 ㄷ회개, 셋째 ㄹ죄사
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ㅁ침례, 넷째
ㅂ성신의 은사를 위한 ㅅ안수례임을
믿는다.

5 우리는 사람이 복음을 ㄱ전파하
고 그 ㄴ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ㄷ예언에 의하여 또 ㄹ권세 있는 자에
의한 ㅁ안수로써하나님으로부터 ㅂ부
름받아야함을믿는다.

6 우리는초대교회에있었던것과
똑같은 ㄱ조직 즉 ㄴ사도, ㄷ선지자,
ㄹ감독, 교사, ㅁ축복사등을믿는다.

7 우리는 ㄱ방언, ㄴ예언, ㄷ계시, ㄹ시
현, ㅁ병고침, ㅂ방언의통역등의 ㅅ은
사를믿는다.

8 우리는 ㄱ정확하게 번역되어 있
는 한, ㄴ성경이 하나님의 ㄷ말씀임을
믿으며, 또한 ㄹ몰몬경도하나님의말
씀임을믿는다.

9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1ㄱ 안내하나님,
신회－아버지 하나님.

ㄴ 안내하나님, 신회－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ㄷ 안내하나님, 신회－성신
하나님; 성신.

ㄹ 안내믿음, 믿다.
2ㄱ 안내아담과 이브의

타락.
ㄴ 신 24:16; 겔 18:19~20.

안내책임을 지다.
책임질 수 있는, 책임질
수 있음; 선택의지.

3ㄱ 안내속죄하다, 속죄.
ㄴ 안내율법.
ㄷ 안내복음.
ㄹ 안내순종, 순종하는,

순종하다.

ㅁ 모사 27:24~26; 
모세 5:9. 안내구원.

4ㄱ 안내의식.
ㄴ 안내신앙.
ㄷ 안내회개하다, 회개.
ㄹ 안내죄 사함.
ㅁ 안내침례, 침례를 주다.
ㅂ 안내은사, 성신의.
ㅅ 안내손, 안수.

5ㄱ 안내전파하다.
ㄴ 앨 13:8~16.
ㄷ 안내예언, 예언하다.
ㄹ 안내권세; 신권.
ㅁ 안내손, 안수.
ㅂ 안내부르다,

하나님에게서 부름
받은, 부름.

6ㄱ 안내교회, 참된 교회의

표적－교회 조직.
ㄴ 안내사도.
ㄷ 안내선지자.
ㄹ 안내감독.
ㅁ 안내복음 전하는 자;

축복사, 축복사의.
7ㄱ 안내방언의 은사.
ㄴ 안내예언, 예언하다.
ㄷ 안내계시.
ㄹ 안내시현.
ㅁ 안내병 고치다, 병 고침.
ㅂ 고전 12:10; 몰 9:7~8.
ㅅ 안내은사, 영의.

8ㄱ 니전 13:20~40;
14:20~26.

ㄴ 안내성경.
ㄷ 안내하나님의 말씀.
ㄹ 안내몰몬경.

신 앙 개 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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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계시하신모든것과, 현재계시하시
는 모든 것을 믿으며, 앞으로도 그분
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많은 위대
하고도 중대한 것들을 ㄴ계시하실 것
을믿는다.

10 우리는 이스라엘이 문자 그대
로 ㄱ집합하고 그 ㄴ열 지파가 회복될
것과, ㄷ시온(새 예루살렘)이 미 대륙
에 세워질 것과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상에서 ㄹ다스리실 것과 땅이 ㅁ새
로워지고 ㅂ낙원의 ㅅ영광을 받게 될
것을믿는다.

11 우리는 우리 자신의 ㄱ양심의
ㄴ지시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
배할 ㄷ특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또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어떻게, 어디
에서, 혹은 무엇이라도 ㄹ예배할 수

있는똑같은특권을허용한다.
12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

관에게복종할것과, ㄱ법률을순종하
고존중하며지지할것을믿는다.

13 우리는 ㄱ정직, 진실, ㄴ순결, 인
자, 유덕, 그리고 만인에게의 ㄷ선행
을 믿는다. 진실로 우리는 바울의
ㄹ훈계를 따른다 할 수 있으니－우리
는모든것을믿으며, 우리는모든것
을 ㅁ바라며,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견디어 왔으니, 모든 것을 ㅂ견딜 수
있기를 바란다. 무엇이든지 ㅅ유덕하
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거나
혹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구하여 마지않는다.

조셉스미스.

74신앙개조 1:10~13

9ㄱ 안내계시.
ㄴ 암 3:7; 교성 121:26~33.

안내경전－나올
것이라고 예언된
경전들.

10ㄱ 사 49:20~22; 60:4; 
니전 19:16~17.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집합.

ㄴ 안내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열 지파.

ㄷ 이더 13:2~11; 

교성 45:66~67; 84:2~5;
모세 7:18. 
안내새 예루살렘; 시온.

ㄹ 안내복천년.
ㅁ 안내지구－지구가

깨끗하게 됨.
ㅂ 설명 에덴동산과 같은

상태. 
사 11:6~9; 35:1~10;
51:1~3; 65:17~25; 
겔 36:35. 
안내낙원.

ㅅ 안내영광.

11ㄱ 안내양심.
ㄴ 안내선택의지.
ㄷ 교성 134:1~11.
ㄹ 안내예배.

12ㄱ 교성 58:21~23. 
안내율법.

13ㄱ 안내정직한, 정직; 고결.
ㄴ 안내순결.
ㄷ 안내섬김.
ㄹ 빌 4:8.
ㅁ 안내소망.
ㅂ 안내견디다.
ㅅ 안내단정; 덕.



경전 안내서
소개

주제 목록(가나다순)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의 발췌문

교회 역사 연대기, 지도 및 사진

성경 지도 및 사진





소개

경전 안내서는 성경,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에서 선정된 교리,
원리, 사람 및 장소에 대해 정의를 내린다. 또한 각 주제를 공부하는 데

필요한 핵심 참조 성구를 제공한다. 이 안내서는 개인 및 가족이 경전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복음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경전에 있는
주제를 공부하고, 말씀 및 공과를 준비하며, 복음에 대한 지식과 간증을 키우
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안내서는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⑴ 주제 목록(가나다순)
⑵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의 발췌문(약자: 조성) ⑶ 교회 역사 연대기, 지도 및
사진과 성경 지도 및 사진

1. 주제 목록(가나다순). 이 부분에는 각 주제에 대한 간략한 정의가 들어
있으며 그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참조 성구들이 열거되어 있다. 각 참조 성
구 앞에는 경전이 짧게 인용되거나 요약되어 있다. 참조 성구는 구약전서, 신
약전서,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의 순으로 표기되어 있다.

2.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의 발췌문. 1830년에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게 흠정역(King James Version) 성경의 개정 또는 번역 작업을 시작하라고
지시하셨다. 선지자의 목적은 성경의 원문에서 사라진 일부 명백하고도 귀한
진리들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는 1833년 7월까지 대부분의 작업을 마쳤다.
하지만 그는 1844년 그의 사망 시까지 인쇄할 원고를 준비하면서 수정을 계
속하였다. 비록 성경 전권이 완성되었거나 교회가 이 성경을 공식적으로 채
택한 것은 아니었지만, 조셉 스미스 역은 성구의 의미에 대해 많은 통찰력을
제공해 주며, 성경을 이해하게 해 주는 귀중한 도구이다. 일부 더 중요한 개정
내용이 본 경전 안내서에 포함되어 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제 목록(가나
다순)에 있는“조셉 스미스 역”항목 참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공식 영어본으로 성경의 흠정역본을 사용
한다. 이 성경은 복음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계속해서 세상의 많
은 나라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쳐 왔다.

3. 교회 역사 연대기, 지도 및 사진과 성경 지도 및 사진. 경전에 언급된 지
역의 지리를 앎으로써 우리는 경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
다. 이 안내서에는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지역의 지도 6장, 성경과 관련된 지
도 14장, 그리고 세계 지도 1장이 포함되어 있다. 찾고자 하는 지도들을 위한
색인을 사용하여 위치를 찾는다. 색인은 적절한 지도와 그 지도 상에 나타나
는 위치의 좌표를 알려줄 것이다. 18장의 교회 역사 사진 및 32장의 성경 사
진에는 경전의 특정 사건들을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설명이 또한 첨
가되어 있다.



교회 역사 연대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복과 성장과 관
련된 주요 사건들이 날짜별로 열거되어 있다.

경전 공부에 더 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안내서에는 여러 가지 다른 유용한
내용들이 들어 있다. 예를 들어, 주제 목록(가나다순)에서“예수 그리스도”
항목을 펼쳐 보면, 이 안내서에서 구주 및 그의 성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실들을 제공하는 모든 주제의 전체 목록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안내서에
이러한 방대한 분량의 목록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주제로서 온 인류에 대한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연대표”주제 항목 밑에
는 성경과 몰몬경 시대에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대략적인 연대와
더불어 열거되어 있다. “복음서”주제에는 복음서의 공관대조가 포함되어 있
다. 이 공관대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후일의 계시에서 찾을 수 있
는 구주의 가르침을 비교하고 있다.

이 안내서에서 사용되는 각 경전에 대한 약자는 다음과 같다:

잠언 잠
전도서 전
아가 아
이사야 사
예레미야 렘
예레미야애가 애
에스겔 겔
다니엘 단
호세아 호
요엘 욜
아모스 암
오바댜 옵
요나 욘
미가 미
나훔 나
하박국 합
스바냐 습
학개 학
스가랴 슥
말라기 말

구약전서
창세기 창
출애굽기 출
레위기 레
민수기 민
신명기 신
여호수아 수
사사기 삿
룻기 룻
사무엘상 삼상
사무엘하 삼하
열왕기상 왕상
열왕기하 왕하
역대상 대상
역대하 대하
에스라 스
느헤미야 느
에스더 에
욥기 욥
시편 시



신약전서
마태복음 마
마가복음 막
누가복음 눅
요한복음 요
사도행전 행
로마서 롬
고린도전서 고전
고린도후서 고후
갈라디아서 갈
에베소서 엡
빌립보서 빌
골로새서 골
데살로니가전서 살전
데살로니가후서 살후
디모데전서 딤전
디모데후서 딤후
디도서 딛
빌레몬서 몬
히브리서 히
야고보서 약
베드로전서 벧전
베드로후서 벧후
요한1서 요1
요한2서 요2
요한3서 요3
유다서 유
요한계시록 계

몰몬경
니파이전서 니전
니파이후서 니후
야곱서 야곱
이노스서 이노
예이롬서 예이
옴나이서 옴
몰몬의 말씀 몰말
모사이야서 모사
앨마서 앨
힐라맨서 힐
제3니파이 3니
제4니파이 4니
몰몬서 몰
이더서 이더
모로나이서 모로

교리와 성약 교성
공식선언－1 선1
공식선언－2 선2

값진 진주
모세서 모세
아브라함서 아브
조셉 스미스－마태 조마
조셉 스미스－역사 조역
신앙개조 신개

조셉 스미스 역 성경 조성



지구(地球, EARTH).또한 세상;
창조하다, 창조 참조

필멸의 시험 기간 동안에 사람이 사
용하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 그 마지막 운명은 영화롭게 되
고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다(교성
77:1~2; 130:8~9). 지구는 해의 영광
에 합당하게 생활해온 사람들의 영원
한 상속이 될 것이다(교성 88:14~26).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임재함을 누
리게 될 것이다(교성 76:62).
사람을위하여창조됨:하나님께서 지
구를 다스리는 것을 사람에게 주심,
창 1:28(모세 2:28).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출 9:29(시 24:1). 그의 말
씀의 권능으로 사람이 땅 위에 왔음
이니, 야곱 4:9. 땅의 가난한 자와 온
유한 자가 땅을 상속하도록, 교성
88:17(마 5:5; 3니 12:5). 우리가 땅을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리라, 아브
3:24~25.

진노(震怒, WRATH).분노 참조

침수(浸水, IMMERSION).침례,
침례를 주다－침수로써의 침례
참조

주제는 고딕 굵은
글씨체로 되어 있다.

각 주제 항목에 대한
간략한 정의가 있다.

일부 주제 항목에는
하위항목이 있다.
하위항목은 사체로 되어
있다.

관련 참조 성구는 괄호
안에 들어 있다.

때때로 한 주제에 대한
정보가 찾아간 주제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사체로 된 낱말 참조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주제를 알려준다.

때때로 공부하고 있는
주제항목과 관련된
정보가 다른 주제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사체로 된 낱말
또한 참조는 이러한 관련
주제들을 알려준다.

정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참조 성구는
괄호 안에 있다. 

각 참조 성구 앞에는
경전이 짧게 인용되거나
요약되어 있다.

사체로 된 낱말
참조(또는 또한 참조)
앞에 있는 대시(－)는
정보를 본 주제 항목
(“침례, 침례를 주다”)
아래에 있는 하위항목
(“침수로써의 침례”)에서
찾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주제 목록(가나다순)

사용법. 경전 안내서는 복음 주제에 관한 가나다순의 목록이다. 여기에는 각
주제에 대한 간략한 정의가 들어 있으며 그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참조 성
구들이 제시되어 있다. 각 참조 성구 앞에는 경전이 짧게 인용되거나 요약되
어 있다. 참조 성구는 구약전서, 신약전서,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의
순으로 표기되어 있다. 다음은 한 예이다.



1 가르치다, 교사

가나안(CANAAN),

가나안인(CANAANITE)

구약전서에 나오는 함의 넷째 아들이
며(창 9:22; 10:1, 6) 노아의 손자. 가
나안인은 본래 가나안이 살았던 땅
출신의 사람과 그의 후손을 가리킨
다. 가나안인은 또한 팔레스타인의
지중해 연안을 따라 있는 저지대에
거주했던 사람들에 대한 한 이름이었
다. 이 이름은 때때로 그리스인들이
베니게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즉
요르단 서쪽 지방의 모든 비 이스라
엘인들을가리킬때사용되었다.

가난한 자(者)(POOR).또한 겸손한,
겸손; 구제, 구제를 베풂;
금식하다, 금식; 복지; 헌물 참조

경전에서 가난한 자는 ⑴ 음식, 옷,
그리고 거처와 같이 필요한 물건이
없는 사람 또는 ⑵ 겸손하고 또 교만
하지 않은 사람을 지칭할 수 있다.
영으로가난한자: 어찌할 수 없어 겸
손하게 됨이 없이 스스로 겸손하여
진자들이더복됨, 앨 32:4~6, 12~16.
심령이 가난하여 내게로 오는 자들
은 복이 있나니, 3니 12:3(마 5:3). 가
난한 자와 온유한 자는 그들에게 복
음이 전파되게 할 것이요, 교성
35:15.
재물로 가난한 자: 그 가난한 형제에
게 네 손을 움켜 쥐지 말고, 신 15:7.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
히 압박하오니, 시 10:2.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
와, 잠 28:27.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사 58:6~7.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마 19:21(막
10:21; 눅 18:22).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약 2:5. 그들이 부유하므로 가난한 자
를 멸시하며, 니후 9:30. 너희의 죄 사
함을 간직하기 위하여, 너희 재물에
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모사
4:26. 그들은 그 재물을 가난한 자에
게 나누어 주었으며, 앨 1:27. 너희가
만일 궁핍한 자를 물리치면, 너희의
기도는 헛되고, 앨 34:28. 니파이인들
은 모든 것을 공유하였으며 부한 자
나 가난한 자가 없었음, 4니 1:3. 너는
가난한 자를 기억하여야 하느니라,
교성 42:30(교성 52:40). 마음이 상하
여 있지 아니한 가난한 자들에게 화
있도다, 교성 56:17~18. 가난한 자들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와, 교
성 58:6~11. 감독은가난한자를찾아
내어야 함, 교성 84:112. 복음의 법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을 다스림, 교
성 104:17~18.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없었으므로, 모세 7:18.

가라지(TARES)

밀과 유사한 모양의 풀 또는 독이 있
는 잡초. 다 자라기까지는 밀과 구별
이 되지 않는다(마 13:24~30; 교성
86:1~7).

가르치다(TEACH), 교사(敎師,

TEACHER).또한 성신 참조
다른 사람들에게 지식, 특히 복음 진
리를 가르치고 그들을 의로 인도하
는 것. 복음을 가르치는 자는 영에



의해 지시받아야 한다. 모든 부모는
그 자신의 가족 안에서 교사이다. 성
도는 주와 그 지도자들에게서 가르
침을 구하고 기꺼이 이를 받아들여
야 한다.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에게 알게
하라, 신 4:8~9. 네 자녀에게 부지런
히 가르치며, 신 6:7(신 11:18~19).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
라, 잠 22:6.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
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사 54:13(3
니 22:13).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
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요
3:2.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롬
2:21. 어느 정도 부친의 모든 학문으
로 가르침을 받았고, 니전 1:1(이노
1:1). 제사와 교사들이 부지런히 가
르치지 아니할진대 백성들의 죄가
그들의 머리 위에 돌아가게 됨, 야곱
1:18~19. 내게 귀를 기울이게 하며
너희 귀를 열고, 모사 2:9. 너희는 서
로 사랑하고 섬기도록 그들을 가르
칠 것이니라, 모사 4:15. 하나님의 사
람이 아니면, 아무도 믿고 너희를 가
르치는 자가 되게 하지 말라, 모사
23:14.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그들의
생각을 예비하시려 주께서 온 지면
에 그의 영을 쏟으시니, 앨 16:16. 하
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가르쳤더라,
앨 17:2~3. 가르침을 그들의 어머니
에게서 받았었더라, 앨 56:47(앨
57:21). 그들이 지혜를 구한 만큼, 가
르침을 받게 하려 함이요, 교성 1:26.
내가 너희에게 정해준 그 직분에 따

라 서로 가르치라, 교성 38:23. 몰몬
경과 성경에 있는 나의 복음의 원리
를 가르칠지니라, 교성 42:12. 너희
는 높은 곳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
느니라, 교성 43:15~16. 부모는 자녀
를 가르쳐야 함, 교성 68:25~28. 왕
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칠지니라, 교
성 88:77~78, 118. 너희 가운데 교사
한 사람을 지명하라, 교성 88:122. 너
는 네 자녀에게 빛과 진리를 가르치
지 아니하였고, 이것이 네 고난의 이
유니라, 교성 93:39~42. 네 자녀들에
게 자유롭게 이 일을 가르치라, 모세
6:57~61.
영으로 가르침: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
령이시니라, 마 10:19~20.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눅
24:32. 복음은 성령의 힘으로 전파
됨, 고전 2:1~14.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권능과 권세로 말하였나니, 모사
13:5~9(앨 17:3; 힐 5:17). 너는 나의
영을 가지게 되어 사람을 확신시키
게 되리라, 교성 11:21. 보혜사로 말
미암아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그들이 듣게 되리라, 교성 28:1(교
성 52:9). 만일 너희가 영을 받지 아
니하거든 가르치지 말지니라, 교성
42:14(교성 42:6). 나의 영의 권능으
로써 사람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교성 43:15. 장로들은 영으로 말미암
아 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함, 교성
50:13~22. 너희가 말할 바가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주어질 것임, 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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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5(교성 100:5~8).

가말리엘(GAMALIEL). 또한
바리새인 참조

신약전서에 나오는, 유대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또 가르쳤던 유명한 바
리새인. 사도 바울은 그의 학생 가운
데 하나였다(행 22:3). 그는 산헤드
린에서 매우 영향력이 있었다(행
5:34~40).

가브리엘(GABRIEL). 또한 노아,
성경의 족장;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천사 참조

다니엘(단 8:16; 9:21), 사가랴(눅
1:11~19; 교성 27:7), 마리아(눅
1:26~38), 그리고 다른 이들(교성
128:21)에게 보내어진 한 천사. 선지
자 조셉 스미스는 가브리엘이 구약
전서에 나오는 선지자 노아라고 말
하였다.

가슴판(板)(흉패[胸牌],

BREASTPLATES). 또한 우림과
둠밈 참조

경전은 두 가지 형태의 가슴판을 언
급하고 있다. ⑴ 병사의 보호 의류
또는 갑옷의 앞부분, 상징적인 의미
로 성도들은 악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의의 가슴판을 입어
야 한다(사 59:17; 엡 6:14). ⑵ 모세
의 율법에서, 대제사장이 입는 옷(출
28:13~30; 39:8~21). 그것은 세마포
로 만들고 열두 개의 진귀한 보석이
박혀 있다. 그것은 때때로 우림과 둠
밈과 연관되어 일컬어진다(교성
17:1; 조역 1:35, 42, 52).

가야바(CAIAPHAS). 또한
사두개인; 안나스 참조

신약전서에 나오는 대제사장이며 안
나스의 사위. 가야바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반대하는 일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마 26:3~4; 요 11:47~51;
18:13~14).

가이사(CAESAR)

신약전서에서 몇몇 로마 황제가 이
칭호로 알려졌음. 경전에서 세상 정
부 또는 권력의 상징으로 사용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마 22:21
(막 12:17; 눅 20:25; 교성 63:26).

가인(CAIN). 또한 비밀 결사;
살인하다; 아담; 아벨 참조

아담과 이브의 아들로서 자기의 동
생 아벨을 죽인 자(창 4:1~16).
그의 제물이 하나님에게 거부되었
음, 창 4:3~7(모세 5:5~8, 18~26). 그
의 아우 아벨을 죽임, 창 4:8~14(모
세 5:32~37). 여호와께서 그에게 저
주와 표를 주셨음, 창 4:15(모세
5:37~41). 아담과 이브에게는 가인
이 태어나기 전에 많은 아들과 딸이
있었음, 모세 5:1~3, 16~17. 하나님
보다 사탄을 더 사랑하더라, 모세
5:13, 18. 사탄과 거룩하지 않은 언약
을 맺음, 모세 5:29~31.

가정(家庭, HOME). 또한 가족 참조
가정은 복음 및 가족 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남자는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
의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신 24:5.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
며, 막 8:26. 자녀로 자기 집에서 효
를 행하게 하라, 딤전 5:4.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딛 2:5. 너
희 집으로 가서 내가 말한 것을 깊이
생각하며, 3니 17:2~3. 내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집과
그들의 가정을 위하여 싸우도록 그
들을 격려하였더라, 몰 2:23. 아버지
들에게 더욱 부지런하고 가정에 마
음을 쓰라는 명이 주어짐, 교성
93:43~44, 48~50.

가족(家族, FAMILY). 또한 결혼,
결혼하다; 아버지, 필멸의; 아이,
아이들; 어머니 참조

경전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가족
은 남편과 아내, 아이들, 그리고 때
때로 같은 집 또는 한 가장 아래 살
고 있는 다른 친척으로 구성된다. 아
이들을 가진 편부모, 아이들이 없는
남편과 아내, 또는 홀로 생활하는 한
사람조차도 또한 가족이 될 수 있다.
개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
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 12:3(창
28:14; 아브 2:11). 내가 이스라엘 모
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렘 31:1. 하
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에게 이름을 주심, 엡 3:14~15. 아담
과 이브가 온 세상의 가족이 생겨나
게 하였음, 니후 2:20. 너의 영광은 영
원 무궁하도록 자손이 계속 되는 것
이니라, 교성 132:19. 나는 그에게 영
원한 세상에서는 영생의 면류관들을
주리라, 교성 132:55. 자녀를 부모에
게 인봉하는 일은 때가 찬 경륜의 시

대의 큰 일의 일부임, 교성 138:48. 남
자와 여자로 내가 그들을 창조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
라, 모세 2: 27~28.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모세 3:18. 아담
과이브가함께일하였음, 모세 5:1.
부모의 책임: 아브라함이 그 자식들
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려고, 창 18:17~19.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칠 것이며,
신 6:7(신 11:19). 그 자식을 사랑하
는 자는 그를 징계하느니라, 잠
13:24(잠 23:13).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잠 22:6. 네가 사
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
다, 전 9:9.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사 54:13(3니
22:13). 오직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
라, 엡 6:1~4(이노 1:1). 누구든지 자
기 친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딤전 5:8. 부친은 애정
깊은 부모의 정감을 다하여 그들을
권면하였나니, 니전 8:37. 우리는 그
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니, 이는
우리의 자손들이 무슨 근원을 바라
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라, 니
후 25:26. 그들의 남편과 그들의 아
내는 그 자녀를 사랑하나니, 야곱
3:7.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도록
그들을 가르치라, 모사 4:14~15. 너
희는 피를 흘려서라도 너희의 가족
을 보호하라, 앨 43:47. 너희 가족 안
에서 기도하여 너희의 아내와 너희
의 자녀들이 복 받게 하라, 3니
18:21. 부모는 그 자녀에게 복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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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쳐야 함, 교성 68:25. 모든 사람
은 자신의 가족을 부양해야 함, 교성
75:28. 모든 자녀는 자기 부모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느니라, 교성 83:4.
너희 자녀를 빛과 진리로 양육하라,
교성 93:40. 네 자신의 집에 질서를
세울지니라, 교성 93:43~44, 50. 신
권 소유자는 다만 거짓없는 사랑으
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야 함,
교성 121:41. 아담과 이브가 그들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니라, 모
세 5:12.
자녀의책임: 네 부모를 공경하라, 출
20:12.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훈계
를 들으며, 잠 1:8(잠 13:1; 23:22). 예
수께서 그의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
드시더라, 눅 2:51. 예수께서 그의 아
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 요
6:38(3니 27:13). 주 안에서 너희 부
모에게 순종하라, 엡 6:1(골 3:20). 자
녀가 회개하면 너의 분노를 돌이킬
지니, 교성 98:45~48. 이브의 충실한
딸들은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교성 138:38~39.
영원한 가족: 교리와 성약은 결혼 관
계 및 가족의 영원한 본질을 밝혀 주
고 있다. 해의 왕국의 결혼과 가족
단위의 계속이 남편들과 아내들로
하여금 신이 될 수 있게 해 준다(교
성 132:15~20).

가족 역사(家族 歷史, FAMILY

HISTORY). 계보; 구원, 죽은
자를 위한 참조

가증(可憎)한 교회(敎會)

(ABOMINABLE CHURCH).
악마－악마의 교회 참조

가증(可憎)한(ABOMINABLE),

가증함(ABOMINATION). 또한
죄 참조

경전에서, 의롭고 순수한 것을 싫어
하거나 증오하게 하는 것.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
도, 잠 12:22. 교만은 주께서 보시기
에 가증한 것임, 야곱 2:13~22. 악인
은 그들 스스로의 가증함의 참담함
을 목도하게 되고, 모사 3:25. 불순결
은 살인과 성신을 부인하는 일을 제
외하고는 모든 죄 중에 가장 가증한
일임, 앨 39:3~5. 주의 분노가 그들
의 가증함에 대하여 불붙으심, 교성
97:24.

간사(奸詐)함(GUILE). 또한 속임,
속이다, 거짓 참조

경전에서, 간사함은 속이는 교활함
이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이 있
음, 시32:2(시34:13; 벧전2:1).나다나
엘은그속에간사함이없는이스라엘
사람이라, 요 1:47(교성 41:9~11). 순
수한지식은간교함이없이영혼을크
게만드느니라, 교성121:42.

간음(姦淫, ADULTERY). 또한
동성애; 성적 부도덕; 순결;
육욕적인, 육욕적임; 음행 참조

남자와 여자 사이의 불법적인 성 관
계. 비록 간음이 일반적으로 결혼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성교를 가



리키는 것이지만 경전에서는 또한
그것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
킬 수도 있다.

때때로 간음은 한 나라 또는 한 백
성 전체가 주의 길에서 배도한 것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민
25:1~3; 겔16:15~59; 렘3:6~10; 호4).
요셉이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 하였음, 창 39:
7~12. 간음하지 말라, 출 20:14. 음욕
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 마 5:28. 음행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전
6:9~10.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히
13:4. 간음은 무죄한 피를 흘리거나
성신을 부인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죄 중에 가장 가증한 일임, 앨
39:3~5. 간음하고 회개하지 아니하
는 자는 쫓겨날 것이니라, 교성
42:23~26. 어느 누가 자기 마음에 간
음을 범하면, 그들은 영을 지니지 못
하리라, 교성 63:14~16.

간증(干證, TESTIMONY). 또한
성신; 증거; 증언하다 참조

성신에 의해 주어지는 지식 그리고
영적 증거. 간증은 또한 사람이 진리
로 인식하는 것에 대한 공식적 또는
법적선언이될수있다(교성102:26).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욥 19:25~26. 우리 주를 증
언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딤후
1:8.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계 19:10. 어느 때에나 하나님의 증
인이 되어, 모사 18:9. 순수한 간증으
로 그들을 압도하지 아니하고는 백
성들을 돌이키게 할 방도가 없음, 앨
4:19~20. 내게는 이러한 것이 참되다
는 증거로써 만유가 있도다, 앨
30:41~44. 너희의 신앙이 시련을 겪
기까지는 너희가 증거를 받지 못함
이니라, 이더 12:6. 내가 네 생각에
평강을 말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하
나님에게서 온 것보다 무슨 더 큰 증
거를 얻을 수 있겠느냐? 교성
6:22~23.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하여
드린 많은 증언 다음에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드리는 증언은 이러하니, 교
성 76:22~24. 내가 너희를 내보내어
증거하게 하며 백성에게 경고하게
하였노니, 교성 88:81~82. 이 유언자
들은 이제 죽었거니와 그들의 유언
은 효력이 있느니라, 교성 135:4~5.
에녹이 본즉, 천사들이 아버지와 아
들에 대하여 증거하더라, 모세 7:27.
비록 내가 시현을 보았다고 말함으
로써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할
지라도 그것은 사실이었다, 조역
1:24~25.

갈라디아서(EPISTLE TO

GALATIANS). 또한 바울;
바울의 서한 참조

신약전서에 나오는 책. 이 책은 본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전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였다. 이 편
지의 주제는 참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것
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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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갈보리

성도들이 모세의 율법을 준수해야 한
다고 주장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그리
스도 안에서 발견했던 자유를 제한하
거나 또는 없애버리게 될 것이다. 서
한에서 바울은 사도로서의 그 자신의
지위를 정립하고, 신앙으로 의의 교
리를 설명하였으며 또 영적인 종교의
가치를확인하였다.

1장과 2장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 사이의 배도에 관하여 그가
받았던 새로운 소식에 유감을 표하
였으며 또 사도들 가운데서의 자신
의 위치를 명확히 하였다. 3장과 4장
은 신앙과 행함의 교리를 이야기하
고 있다. 5장과 6장은 신앙의 교리의
실제적인 결과들에 관한 설교이다.

갈렙(CALEB)

출애굽후 이 년 째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보낸 사람들 가
운데 하나. 그와 여호수아만이 돌아
와 그 땅에 관한 진실한 보고를 하였
다(민 13:6, 30; 14:6~38). 애굽을 떠
난 모든 사람 가운데 그들만이 광야
에서 40년간을 살아 남아서(민
26:65; 32:12; 신 1:36) 가나안으로 들
어갔다(수 14:6~14; 15:13~19).

갈릴리(GALILEE)

고대 및 현대에, 요단 강 및 갈릴리
바다 서쪽의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
방. 갈릴리는 길이가 구십칠 킬로미
터, 폭이 사십팔 킬로미터 정도이다.
고대에 이 지역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땅과 가장 왕래가 잦은 도

시들이 있었다. 다메섹, 애굽, 그리
고 동부 이스라엘에 이르는 주요 도
로들이 갈릴리를 통과하였다. 그 뛰
어난 기후와 비옥한 토양으로 인해
많은 올리브, 밀, 보리 및 포도가 생
산되었다. 갈릴리 바다에서의 어업
은 대규모 수출 교역을 이룩했으며,
또 부의 커다란 근원이었다. 구주는
그의 시간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냈다.
한 큰 빛이 갈릴리에서 일어날 것임,
사 9:1~3(니후 19:1~3).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마 4:23. 예수
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나타
나심, 막 14:28(요 21:1~14).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에 두루 퍼짐, 눅 4:14.
예수께서 그의 기적을 갈릴리의 가
나에서 시작하심, 요 2:11.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
엘 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 호수는
구약전서에서는 긴네렛 바다로, 신
약전서에서는 게네사렛 또는 디베랴
호수로 불리우기도 한다. 예수는 그
곳에서 여러 설교를 가르치셨다(마
13:2). 갈릴리 바다는 먹는 배 모양으
로, 길이가 20 킬로미터, 가장 넓은
폭이 12 킬로미터이다. 이곳은 해수
면보다 207 미터나 낮은 곳에 있어
서, 종종 주변의 대기를 아주 뜨겁게
하기도 한다. 산에서 아래로 내려 부
는 차가운 공기가 물 위의 뜨거운 공
기와 만나서 종종 갑작스런 폭풍을
만들기도 한다(눅 8:22~24).

갈보리(CALVARY). 골고다 참조



감독(監督, BISHOP). 또한 아론
신권 참조

“감독자”를 의미하며, 책임있는 직
분 또는 직책. 감독은 아론 신권에서
성임되는 직분이며(교성 20:67;
107:87~88), 또한 감독은 이스라엘
의 보통 판사이다(교성 107:72, 74).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행
20:28. 감독의 자격이 설명됨, 딤전
3:1~7(딛 1:7). 감독은 성임되어야함,
교성 20:67. 에드워드 파트리지는 교
회를 위한 감독으로 봉사해야 함, 교
성 41:9. 감독은 영적 은사를 분별해
야 함, 교성 46:27, 29. 대제사는 감
독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느니라, 교
성 68:14, 19(교성 107:17). 감독은
주에게서 임명됨, 교성 72:1~26. 감
독은 가난한 자를 돌보아야 함, 교성
84:112. 감독은 모든 현세적인 일을
수행해야 함, 교성 107:68. 감독은 아
론 신권의 회장임, 교성 107:87~88.

감람(橄欖)나무(OLIVE TREE). 또한
기름; 이스라엘 참조

이스라엘에서 흔한 나무이며, 성서
의 땅에서 중요한 농업 자원임. 이
나무는 목재, 열매, 기름을 얻기 위
해 재배된다. 감람나무는 경전에서
이스라엘 가문을 상징하기 위해 매
우 자주 사용된다.
이스라엘 집이 그 가지가 꺾이고 흩
어진 감람나무에 비유됨, 니전
10:12(니전 15:12). 주께서 이스라엘
집을 들감람나무에 비유하심, 야곱
5~6. 조셉 스미스가 88편에 있는 계

시를 감람잎이라고 명명함, 교성 88
편 머리글. 한 귀인이 자기 종들에게
그의 포도원에 가서 감람나무 열두
그루를 심으라고 말함, 교성 101:
43~62.

감람 산(橄欖山, MOUNTAIN OF

OLIVE). 또한 겟세마네 참조
예루살렘 동편 기드론 계곡 동쪽에
있는 언덕. 그 왼쪽 경사면의 아래
겟세마네 동산이 있다. 벳바게와 베
다니가 꼭대기와 동쪽 경사면에 위
치하고 있다. 이 산은 성경상의 많은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이며(마 24:3)
또한 후일의 사건들에서 중요한 장
소가 될 것이다(슥 14:3~5; 교성
45:48~54; 133:20).

감리 감독(監理 監督, PRESIDING

BISHOP)

교회의 총관리 역원. 그는 교회의 세
속적 복지를 관리하는 일에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교성 107:68). 감리
감독과 역시 총관리 역원인 그의 보
좌들은 교회의 아론 신권을 감리한다
(교성68:16~17; 107:76, 87~88).
에드워드 파트리지는 감독으로 성임
되어야 함, 교성 41:9. 감독은 제일회
장단에 의하여 부름을 받고 성별되
어야 함, 교성 68:14~15. 장자로 아
론의 실제 후손은 제일회장단에 의
하여 부름받고, 성별되며, 성임되면
관리할 권리가 있음, 교성 68:16,
18~20. 제일회장단 앞에서만 재판을
받을 수 있음, 교성 68:22~24(교성
107:82).

8감독



9 갓, 선견자

감사(感謝)한(THANKFUL),

감사(THANKS), 감사드림

(THANKSGIVING). 또한 예배;
축복하다, 축복받은, 축복 참조

하나님에게서 받은 축복들에 대하여
사의를 표함. 사의를 표하는 것은 하
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참된 예
배에는 그에게 감사하는 것이 포함
된다. 우리는 범사에 주께 감사드려
야 한다.
여호와께 감사드리는 것은 좋은 일
이니이다, 시 92:1. 감사함으로 그 앞
에 나아가라, 시 95:1~2. 그에게 감
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 100:1~5.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
하고, 엡 1:15~16.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 3:15. 찬송과 영광과
감사와 존귀가 우리 하나님께 있을
지어다, 계 7:12. 너희가 너희 하늘의
왕께 감사드림이 얼마나 마땅하냐!
모사 2:19~21. 매일 감사드림으로 생
활하라, 앨 34:38. 네가 아침에 일어
날 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네 마음이 가득 차게 하라, 앨 37:37.
너희는 기도와 감사함으로 만사를
행하라, 교성 46:7. 너희는 반드시 하
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느니라, 교성
46:32. 감사함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
고, 교성 59:15~21. 감사하는 마음으
로 주의 손에서 이 축복을 받으라,
교성 62:7.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
는 자는 영화롭게 될 것이요, 교성
78:19. 범사에 감사하라, 교성
98:1(살전 5:18). 찬양과 감사의 기도
로 주를 찬양하라, 교성 136:28.

갑옷(ARMOR)

무기의 가격 또는 공격으로부터 신
체를 보호하기 위해 입는 덮개 옷.
이 단어는 또한 사람을 유혹 또는 악
으로부터 보호하는 영적인 속성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엡
6:10~18(교성 27:15~18).

값진 진주(眞珠)(PEARL OF

GREAT PRICE). 또한 경전;
스미스, 조셉, 이세; 정경 참조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은“값진
진주”에 견주어진다(마 13:45~46).

값진 진주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표준 경전”이라
불리우는 네 권의 경전 가운데 한 권
에 주어진 이름이다. 값진 진주의 초
판은 1851년에 출판되었으며 현재
교리와 성약에 있는 일부가 실려 있
었다. 1902년 이후로 출판된 판들은
⑴ 모세서라 불리우는 창세기에 대
한 조셉 스미스의 번역 발췌문 그리
고 조셉 스미스－마태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제24장에 대한 그의 번역
발췌문 ⑵ 아브라함서라 불리우는,
1835년에 그가 입수한 애굽의 몇몇
파피루스의 조셉 스미스의 번역문
⑶ 조셉 스미스－역사라 불리우는,
1838년에 그가 기록한 교회에 관한
조셉 스미스의 역사 발췌문 ⑷ 십삼
개조의 신앙과 교리로 된 신앙개조
를 담고 있다.

갓(GAD), 선견자(先見者, THE

SEER). 또한 경전－잃어버린



경전들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선지자이며 또
다윗의 충실한 친구이자 조언자(삼
상 22:5; 삼하 24:11~19). 그는 다윗
의 행동에 관한 한 책을 기록했는데,
그 책은 잃어버린 경전이 되었다(대
상 29:29).

갓(GAD), 야곱의 아들(SON OF

JACOB). 또한 야곱, 이삭의
아들; 이스라엘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야곱과 실바 사
이의 아들(창 30:10~11). 그의 후손
들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되었다.
갓 지파: 야곱이 그의 아들 갓에게
준 축복에 대해서는 창세기 49:19 참
조. 갓 지파에 준 모세의 축복에 대
해서는 신명기 33:20~21 참조. 이러
한 축복들에 따르면, 갓의 후손은 호
전적인 민족이 되는 것이었다. 가나
안 땅에서 그들에게 할당된 땅은 요
단 강의 동쪽이었으며 또 풍부한 물
이 있는 좋은 목초지를 포함하였다.

강권(强勸)하다(CONSTRAIN),

강권(CONSTRAINT). 또한 성신
참조

특별히 성신의 영향력과 권능으로써
어떤 일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않도록
강하게 재촉을 받는 것.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욥
32:18.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
권하시는도다, 고후 5:14. 나는 라반
을 죽여야 한다는 영의 강권하심을
받았느니라, 니전 4:10. 영이 나를 억
제하사, 앨 14:11. 나는 성약에 따라

강권하심을 받는도다, 앨 60:34. 엠
마론이 성신의 강권하심을 받고 성
스러운 기록을 감추었으니, 4니
1:48. 위에서 오는 것은 영이 권하는
대로 말해야 함, 교성 63:64.

개다이앤톤 도적단(盜賊團)

(GADIANTON ROBBERS).
또한 비밀 결사 참조

몰몬경에서, 개다이앤톤이라는 사악
한 니파이인에 의해 결성된 도적의
무리. 그들의 조직은 비밀주의와 사
탄의 맹세에 기초하고 있었다.
개다이앤톤이 니파이인 국가의 멸망
의 원인이 되었음, 힐 2:12~13. 악마
가 은밀한 맹세와 약속들을 개다이
앤톤에게 주었음, 힐 6:16~32. 비밀
결사가 야렛인 국가의 멸망의 원인
이 되었음, 이더 8:15~26.

거듭난(BORN AGAIN),

하나님에게서 난(BORN OF

GOD). 또한 그리스도의 자녀;
낳은; 돌이킴, 돌이키다; 육에
속한 사람; 침례, 침례를 주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참조

주의 영을 지닌다는 것은 사람의 마
음에 큰 변화를 가져와, 악을 행하고
자 하는 욕망을 더 이상 갖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기를
소망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겔 11:19
(겔 18:31; 36:26).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혈통으로 나지 아니
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니라, 요 1:12~13. 사람이 물과 성

10갓, 야곱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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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
라에 들어 갈 수 없느니라, 요 3:3~7.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 날
수 있음, 벧전 1:3~23.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누구든지 죄 안에 계속 머물
지 아니하나니, 조성, 요1 3:9.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요1 5:4. 그리스도에게
서 난 자들은 하나님과 성약을 맺음,
모사 3:19; 5:2~7. 모든 백성이 반드
시 거듭나야 하나니, 곧 하나님에게
서 나야하느니라, 모사 27:25~26(앨
5:49). 너희는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서 났느냐 ? 앨 5:12~19. 만일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하심이니라, 앨 7:14. 누
구든지 나의 말을 믿는 자는 나로 말
미암아 곧 물과 영으로 말미암아 태
어나리라, 교성 5:16. 너희는 반드시
하늘의 왕국에 다시 태어나야 하나
니, 모세 6:59.

거룩하지 않은(UNHOLY). 불경한
참조

거룩한(HOLY). 또한 거룩함;
성결하게 됨; 순수한, 순수 참조

성스럽거나, 경건한 성품을 지니고
있거나, 또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순수한 것. ‘거룩하다’의 반대는‘평
범하다’나‘모독적이다’이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
19:5~6(벧전 2:9). 여호와께서 이스라
엘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하게 되라고 명하심, 레 11:44~45. 손

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그의 거룩한 곳에 설 것임, 시
24:3~4.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
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겔 44:23.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
로 부르심은, 딤후 1:8~9.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딤후 3:15. 하나님
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신의 감동하
심을 받아 말함, 벧후 1:21. 만인이 하
나님의 안에 있는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심판을 받으리라, 니후 2:10. 육
에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모사 3:19. 하나
님의 거룩한 반차를 좇아 행하라, 앨
7:22(앨 13:11~12). 세 제자가 육체로
있으면서 성결하게 되어 거룩해짐, 3
니 28:1~9, 36~39. 신성한 것을 소홀
히 다루지 말라, 교성 6:12. 내게서 네
게 주어지지 아니하면 너는 신성한
것을 기록할 수 없느니라, 교성 9:9.
모든 거룩함 가운데 행하도록 스스
로를 맬지니, 교성 43:9. 나의 제자들
은 거룩한 곳에 서리라, 교성 45:32.
위에서 오는 것은 신성하며, 교성
63:64. 어린아이는 거룩하니, 교성
74:7. 그 지점을 성별하여 그 곳이 거
룩하게 되게 하리라, 교성 124:44. 주
께서 그의 택하신 자를 거룩한 성으
로집합시키실것임, 모세 7:62.

거룩한 사람(MAN OF HOLINESS).
또한인자; 하나님, 신회; 하늘에
계신아버지참조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이름(모세
6:57).



거룩함(HOLINESS). 또한 거룩한;
성결하게 됨; 순수한, 순수 참조

영적, 도덕적으로 완전함. 거룩함은
사람의 마음과 의도의 순수함을 나
타낸다.
회원들은 주 앞에서 거룩하게 걸음
으로써 그들이 교회에 합당함을 나
타내 보여야 함, 교성 20:69. 주의 집
은 거룩함이 깃든 곳임, 교성 109:13.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임, 모
세 6:57(모세 7:35).

거역(拒逆, REBELLION). 또한
배도; 불평하다; 악마; 죄 참조

주가 택한 지도자들을 따르기를 거
부하고 또 주의 명령을 고의로 불순
종하는 것을 포함하여 주를 무시하
거나 반대하는 것.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민 14:9. 악
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잠 17:11.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사
30:1. 주께서는 그를 거역하고 자기
죄 가운데서 죽는 그러한 자들을 아
무도 구속하지 아니하심이라, 모사
15:26. 애믈리싸이인들은 드러내어
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온 것이
니, 앨 3:18~19. 거역하는 자는 많은
슬픔으로 찔림을 받으리니, 교성
1:3. 주의 분노가 거역하는 자들을
향하여 불붙음이니, 교성 56:1(교성
63:1~6). 사탄이 하나님을 거스려 모
반하였고, 모세 4:3.

거짓말 함(LYING). 또한 속임,
속이다, 거짓; 정직한, 정직; 비방
참조

속일 목적으로 그릇된 것 또는 진실
되지 않은 것을 전하는 것.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
며 거짓말하지 말며, 레 19:11.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시
119:163.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
을 받아도, 잠 12:22. 그들은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나의 백성임, 사
63:8.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요 8:44(니후
2:18; 이더 8:25; 모세 4:4).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다, 행 5:4(앨 12:3). 누구든지 하나님
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
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요1
4:20.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둘째
사망에 던져지리니, 계 21:8(교성
63:17). 거짓말하는 자에게 화 있나
니, 이는 그가 지옥에 던져질 것임이
라, 니후 9:34. 많은 자가 거짓말도
조금하라 그러면 아무 해가 없다고
말하며 거짓된 교리를 가르칠 것임,
니후 28:8~9(교성 10:25). 너희는 주
께 거짓말할 수 있다고 상상하느냐?
앨 5:17. 주는 진리의 하나님이시라,
거짓말하실 수 없으심이니이다, 이
더 3:12(민 23:19; 삼상 15:29; 딛 1:2;
히 6:18; 이노 1:6). 거짓말하고 회개
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는 쫓겨날 것
이니라, 교성 42:21. 거짓말하는 자
는 별의 영광을 상속받음, 교성
76:81, 103~106. 우리는 정직을 믿는
다, 신개 1:13.

건강(健康, HEALTH). 지혜의 말씀
참조

12거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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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다(WALK), 하나님과

동행(同行)하다(WALK WITH

GOD). 또한 길; 순종, 순종하는,
순종하다; 의로운, 의로움 참조

하나님의가르침과조화를이루는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게 원하시는 대로 생활하는 것. 성신
의속삭임을받아들이고순종하는것.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
나 내가 시험하리라, 출 16:4. 정직하
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시 84:11.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
하는 이들은 내 백성이 되고, 겔
11:20~21(신 8:6).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네 하나님
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
6:8(교성 11:12). 하나님께서 빛 가운
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하라,
요1 1:7(요2 1:6; 4니 1:12; 요3 1:4).
생명으로 인도하는 협착한 길로 행
하며, 니후 33:9. 베냐민 왕이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행함, 모
사 2:27. 하나님의 거룩한 반차를 좇
아 책망할 것 없이 행하는 것이 너희
의 의무임, 앨 7:22. 교회 회원은 경
건한 행실과 말을 나타내 보여야 하
느니라, 교성 20:69. 내 앞에서 온전
히 거룩하게 걸으며 선지자에게 주
의를 기울일지니, 교성 21:4. 자녀에
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걸을 것을 가르치라, 교성 68:28.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 안에
있으리니 그러므로 나와 동행하라,
모세 6:34.

게으른(IDLE), 게으름(IDLENESS)

의로운 일에 비활동적이거나 관여하
지 않는 것.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살후 3:10. 그들은 악행이
가득한 게으른 백성이 되어, 니후
5:24. 게으름을 삼가라, 앨 38:12. 게
으른 자는 일꾼의 밥을 먹지 말아야
하리라, 교성 42:42. 자기 손으로 일
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화 있
도다, 교성 56:17. 훌륭한 대업에 열
심히 노력하라, 교성 58:27. 게으르
기를 그치라, 교성 88:124.

겟세마네(GETHSEMANE). 또한
감람 산; 속죄하다, 속죄 참조

신약전서에서 감람 산 근처에 있다
고 말해지고 있는 동산. 아람어로 겟
세마네는“올리브 압착기”를 의미
함. 예수는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던
날 밤에 이 동산으로 갔다. 겟세마네
에서 그는 기도하였으며 인류의 죄
를 위하여 고통을 겪었다(마 26:36,
39; 막 14:32; 요 18:1; 앨 21:9; 교성
19:15~19).

겟세마네 동산(GARDEN OF

GETHSEMANE). 겟세마네 참조

겨자씨(MUSTARD SEED)

겨자 나무의 씨앗. 비록 이 씨앗이
매우 작지만, 그것에서 자라나는 그
나무의 높이는 매우 크다. 예수는 천
국을 겨자씨 하나에 비유하였다(마
13:31).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을 것
이요, 마 17:20.

견디다(ENDURE). 또한 역경;
유혹하다, 유혹; 인내 참조

유혹, 반대,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
님의 계명에 충실하겠다는 결심으로
확고함을 유지하는 것.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라, 마 10:22(막 13:13). 그들은 뿌리
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막 4:17. 사
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전
13:7.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히 6:15. 그들이 끝까지
견딜진대 마지막 날에 들리울 것이
요, 니전 13:37. 만일 당신들이 계명
에 순종 하며 끝까지 견딜진대, 당신
들은 구원을 받으리이다, 니전
22:31(앨 5:13). 만일 너희가 힘써 앞
으로 나아가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며 끝까지 견딜진대, 너
희가 영생을 얻을 것임, 니후 31:20(3
니 15:9; 교성 14:7). 누구든지 내 이
름을 받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 그는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3니 27:6.
누구든지 나의 교회에서 끝까지 견
디면, 그를 내가 나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리니, 교성 10:69. 신앙으로 견
디는 자는 세상을 이기리라, 교성
63:20, 47. 모든 보좌들과 통치권들
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용감히 견딘 자 모두에게 주어지리
라, 교성 121:29.

결사(結社, COMBINATIONS). 비밀
결사 참조

결혼(結婚, MARRIAGE),

결혼하다(MARRY). 또한 가족;
이혼 참조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는 합법적인 성약 또는 계약.
하나님이 결혼을 정하여 주셨다(교
성 49:15).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
니, 창 2:18(모세 3:18).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
로다, 창 2:24(마 19:5; 아브 5:18). 하
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
누지 못할지니라, 마 19:6(막 10:9).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
나 혼인을 금하고, 딤전 4:1~3. 사람
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히 13:4. 주
께서 리하이의 아들들에게 이스마엘
의 딸들과 결혼할 것을 명함, 니전
7:1, 5(니전 16:7~8). 하나님께서 아
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남편과 아
내가 되게 하심, 모세 3:7, 18, 21~25.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 복음의
법과 거룩한 신권 아래에서 집행된
결혼은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성전에서 결혼으로 인봉
된 합당한 남성과 여성은 영원토록
남편과 아내로 지속될 수 있다.
예수께서 결혼의 법을 가르치심, 눅
20:27~36. 주 안에는 여자 없이 남자
만 있지 아니하니라, 고전 11:11. 남
편과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
어받을 상속자들임, 벧전 3:7. 무엇
이든지 네가 땅에서 인봉하면 하늘
에서도 인봉될 것이요, 힐 10:7(마
16:19). 해의 왕국의 가장 높은 것을

14견디다



15 결혼, 결혼하다

얻기 위해서는 사람이 새롭고도 영
원한 결혼 성약을 맺어야만 하느니
라, 교성 131:1~4. 만일 어느 남자가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아내를 맞
아들이면, 그들의 성약과 결혼은 그
들이 죽었을 때 효력이 없나니, 교성
132:15. 만일 어느 남자가 나의 말로
말미암아 그리고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맞이하고
약속의 성령에 의해 인봉되면, 그들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완전한 효력이
있어, 교성132:19.
다른 종교간의 결혼: 다른 종교적 믿
음과 관습을 가진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의 결혼.
너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
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창
24:3. 야곱이 만일 헷 사람의 딸들 중
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창 27:46
(창 28:1~2).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
속과 결혼하지 말 것, 신 7:3~4. 이스
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서로 결혼하
며, 그릇된 신들을 숭배하고, 또 저주
받음, 삿 3:1~8. 솔로몬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그릇된 신들을
숭배하도록 함, 왕상 11:1~6.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
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느
10:30.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
를 함께 메지 말라, 고후 6:14. 주께
서 레이맨인에게 표를 두셔서 니파
이인이 섞여서 그릇된 전통을 믿지
않게 하였음, 앨 3:6~10. 만일 어느

남자가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아
내를 맞아들이면, 그들의 언약과 결
혼은 그들이 죽었을 때 효력이 없나
니, 교성 132:15. 사람의 아들들이 자
기들이 택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더
라, 모세 8:13~15.
복수결혼: 한 남편과 둘 이상의 살아
있는 아내들과의 결혼. 주께서 계시
에 의해 명하시지 않는다면 한 남성
이 오직 한 아내를 가지는 것이 적법
하다( 야곱 2:27~30). 계시에 의해 복
수 결혼이 구약 시대에 그리고 회복
된 교회의 초기 시절에 신권 열쇠를
지닌 선지자의 지시에 의해 실시되
었다(교성 132:34~40, 45). 오늘날
교회에서 그것은 더 이상 실시되지
않는다(교성 선1). 한 명 이상의 아
내를 가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후
기 성도 교회의 회원 자격과 모순되
는 것이다.
사래가 하갈을 아브람에게 그의 아
내로 줌, 창 16:1~11. 야곱이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들의 여종들을 아내
로 맞이함, 창 29:21~28(창 30:4, 9,
26). 만일 한 사람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는 첫 번째 아내의
소유를 끊지 말 것이요, 출 21:10. 다
윗과 그의 두 아내가 헤브론으로 올
라감, 삼하 2:1~2.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은 여러 아내를 받음에
있어 그들이 명함을 받은 일을 행하
였음, 교성 132:37. 다윗과 솔로몬은
그들이 내게서 받지 아니한 것을 제
외하고는 죄를 범한 일이 없느니라,
교성 132:38~39.



겸손(謙遜)한(HUMBLE),

겸손(HUMILITY). 또한 가난한;
교만; 상한 마음; 약함; 온유한,
온유 참조

온유하고 가르칠만하게 되거나 그러
한 상태.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존해야 함을 인정하는 것과 그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바람을 포함
한다.
하나님께서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
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기
위해서였음, 신 8:2. 금식하여 내 영
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시 35:13. 가
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한 왕보다 나으니, 전 4:13. 여호와
께서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사
57:15.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 18:4. 누구든지 자기를 낮
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 23:12(눅
14:11; 18:14). 예수께서는 자기를 낮
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빌
2:8(눅 22:42; 23:46). 하나님은 교만
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벧전 5:5~6
(니후 9:42). 지극히 겸손하게 너희
자신을 낮추라, 모사 4:11(니후 9:42;
3니 12:2). 너희가 충분히 겸손했느
냐? 앨 5:27~28. 백성 중 보다 겸손한
자들이 그 겸손한 중에 더 강하여지
고, 힐 3:33~35. 내가 사람들에게 연
약함을 주는 것은 그들로 겸손하게
하려 함이요, 이더 12:27. 겸손은 침
례를 받기 위한 한 요건임, 교성
20:37. 내 앞에서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면 너희가 나를 보고 내가 존재
함을 알게 되리라, 교성 67:10. 겸손
하라 그리하면 주가 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네게 주리라, 교성 112:10. 무
지한 자로 자신을 낮추고 지혜를 배
우게 할지니, 교성 136:32. 영이 겸손
한 자에게 빛을 주려고 보내어졌음,
교성 136:33.

경건(敬虔, REVERENCE). 또한
공경하다; 두려움 참조

성스러운 것에 대한 깊은 존경심.
경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가 거룩한
땅에 서 있기 때문에 그의 신발을 벗
을 것을 명하심, 출 3:4~5. 하나님은
무서워할 이시오며 또 두려워할 이
시니이다, 시 89:7. 경건함과 두려움
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히
12:28. 모로나이가 땅에 엎드려, 간
절히 기도하였나니, 앨 46:13. 무리
가 땅에 엎드려 그리스도를 경배함,
3니 11:12~19. 내 앞에 엎드려 절하
며, 교성 5:24.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든 것이 겸손하고 경건히 절하며,
교성 76:93. 너희 마음이 너희가 받
은 것을 가벼이 다루었으므로 말미
암아 어두워졌나니, 교성 84:54~57.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고백할 것임이라, 교성 88:104. 지존
자의 이름을 존중하며 경외하는 뜻
에서 교회 회원은 멜기세덱을 좇는
신권이라 일컬었느니라, 교성 107:4.
축복이 주의 집에서 주를 경외할 자
위에 부어질 것임, 교성 109:21.

16겸손한, 겸손



17 경전

경고(警告)하다(WARN),

경고(WARNING). 또한
지켜보다, 파수꾼 참조

알려주거나 주의를 주는 것. 선지자,
지도자, 부모는 다른 사람에게 주와
그의 가르침에 순종할 것을 경고하
고 가르친다.
야곱이 니파이 백성에게 온갖 죄를
경고함, 야곱 3:12. 경고의 음성이 모
든 백성에게 미치리라, 교성 1:4. 너
희의 전도함은 경고의 음성이 되게
하라, 교성 38:41. 오늘은 경고하는
날이요, 교성 63:58. 이미 경고를 받
은 각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이웃을 경
고해야 함, 교성 88:81. 지혜의 말씀
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에게 경고하
였고 또 미리 경고하노니, 교성 89:4.

경륜(經綸)의 시대(時代)

(DISPENSATION). 또한 복음;
신권; 열쇠, 신권의; 회복, 복음의
참조

복음의 경륜의 시대는 주가 권세를
지닌 종을 지상에 적어도 한 사람 두
어 거룩한 신권의 열쇠를 갖게 한 시
기이다.

아담,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리스도, 조셉 스미스 및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복음의 경륜의 시
대를 각각 시작하였다. 주가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조직할 때, 복음이 새
롭게 계시되어서 그 경륜의 시대의
사람들은 구원의 계획에 관한 지식
을 위해 과거의 경륜의 시대에 의지
할 필요가 없다. 조셉 스미스에 의해

시작된 경륜의 시대는“때가 찬 경륜
의 시대”로 알려져 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
리니, 단 2:44(교성 65).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행
2:17(욜 2:28).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
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리스도를 받
아 두리라, 행 3:21.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 안에
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엡 1:10.
내가 그들 중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
요, 3니 21:22. 주께서 그의 왕국의
열쇠와 마지막 때를 위한 복음의 경
륜을 맡겼으니, 교성 27:13. 이 경륜
의 시대의 열쇠들이 너희 손에 맡겨
지나니, 교성 110:12~16. 지난 경륜
의 시대들의 모든 열쇠가 때가 찬 경
륜의 시대에 회복되었음, 교성
128:18~21.

경멸(輕蔑)하다(DESPISE).
미워하다, 미움 참조

경박(輕薄)한 생각

(LIGHT-MINDEDNESS). 또한
험담 참조

거룩한것을가볍게다룸(교성84:54).
성도는 무익한 생각과 지나친 웃음
을 삼가 해야 함, 교성 88:69. 너희 모
든 교만과 경박한 생각을 그치라, 교
성 88:121.

경전(經典, SCRIPTURES). 또한
값진 진주; 교리와 성약; 몰몬경;
성경; 연대표; 정경; 하나님의
말씀 참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신에



의해 감동되었을 때 쓰고 말한 말씀
들. 오늘날 교회의 공식적인 정경은
성경,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
주로 구성되어 있다. 예수와 신약전
서의 저자들은 구약전서의 책들을
경전으로 여겼다(마 22:29; 요 5:39;
딤후 3:15; 벧후 1:20~21).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
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
냐, 눅 24:32.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
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
언하는 것이니라, 요 5:39. 그리스도
의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일러 주심
이니라, 니후 32:3. 많은 자들이 거룩
한 경전을 믿도록 인도되어 신앙 안
에서 굳건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느리
라, 힐 15:7~8. 사람이 잘못을 범하
여 경전을 곡해하며 그것들을 이해
하지 못함이니라, 교성 10:63. 이 말
은 여러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한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
이 아니요, 나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니, 교성 18:34~36. 몰몬경의 출현은
경전이 참됨을 세상에 증명하는 것,
교성 20:2, 8~12. 경전을 연구하는
일에 너희의 시간을 바칠지니라, 교
성 26:1. 경전은 성도의 교육을 위하
여 준 것이니, 교성 33:16. 경전이 택
함 받은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주어짐, 교성 35:20. 성경과 몰
몬경에 있는 나의 복음의 원리를 가
르칠지니라, 교성 42:12. 이러한 일
에 관한 나의 율법이 나의 경전에 주

어져 있음, 교성 42:28. 성신으로 감
동 되었을 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지 다 경전이 됨, 교성 68:4.
잃어버린 경전: 경전에 언급되어 있
으나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지 않
은 신성한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이러한 책들과 저자들이
있다: 언약서(출 24:7), 여호와의 전
쟁기(민 21:14), 야살(수 10:13; 삼하
1:18), 솔로몬의 실록(왕상 11:41),
선견자 사무엘(대상 29:29), 선지자
나단(대하 9:29), 선지자 스마야(대
하 12:15), 선지자 잇도(대하 13:22),
예후(대하 20:34), 호새의 사기(대하
33:19), 에녹(유 1:14), 그리고 지노
크, 니움 및 지노스의 말씀들(니전
19:10), 지노스(야곱 5:1), 지노크 및
이사이어스(힐 8:20), 그리고 기억의
책(모세 6:5);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
에게 보낸 서한(고전 5:9) 및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서한(엡 3:3), 그리
고 라오디게아로부터 온 서한(골
4:16).
경전의 보존: 우리가 이 기록을 얻어
야 함은 선지자들이 말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존하기 위함임, 니전
3:19~20. 내가 이 판을 보전하여, 야
곱 1:3.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손
으로 지켜지고 보존되어 왔음, 모사
1:5. 주의하여 이 거룩한 것들을 간
수하라, 앨 37:47. 경전을 안전히 보
전할지니라, 교성 42:56. 온 힘을 다
하여 그것들을 보전하려고 애쓰라,
조역 1:59.
경전의 가치: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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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낭독할지니, 신 31:10~13.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
며, 수 1:8.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
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시 19:7.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시 119:105.
경전은 내게 대하여 증언함, 요 5:39.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
익하니, 딤후 3:15~16. 내가 모든 경
전을 우리에게 비유하여 그것이 우
리의 유익과 배움이 되게 하고자 하
였음이니라, 니전 19:23. 나의 영혼
이 경전을 기뻐하며, 니후 4:15~16.
우리가 우리의 자손과 또한 우리의
형제들을 설득하여, 그리스도를 믿
게 하려 부지런히 수고하여 기록함
이니, 니후 25:23. 그들이 경전을 상
고하며, 이 간악한 자의 말에 더 이
상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야곱 7:23(앨 14:1). 이 판이 아니었
다면, 우리는 필연 무지한 가운데 처
해 있었을 것임, 모사 1:2~7. 하나님
의 말씀을 알고자, 부지런히 경전을
상고하였음이더라, 앨 17:2~3. 경전
이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보존됨, 앨 37:1~19(니후 3:15). 하나
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람을 인
도할 것임, 힐 3:29. 성신으로 감동되
었을 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
든지 다 경전이 되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교성
68:4. 나의 경전의 충만한 것을 인쇄
하게 하였나니 나의 교회를 건설하
며 나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그 목적
임을 위함이라, 교성 104:58~59. 누

구든지 나의 말을 간직하는 자는 미
혹을 받지 아니하리라, 조마 1:37.
나올 것이라고 예언된 경전들: 이사
야가 몰몬경의 출현을 예고함, 사
29:11~14.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
다가 그 위에 유다라 쓰고, 겔
37:15~20. 다른 책들이 나아올 것임,
니전 13:39. 너희는 성경에 나의 말이
모두 들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니
후 29:10~14. 나아올 기록들 안에 들
어 있어 너희 앞에 놓이게 될 그리스
도의 복음을 붙잡으라, 몰 7:8~9. 이
것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는 그에게
복이 있으리니, 몰 8:16. 이 일들을 기
록하라 내가 나의 정한 때에 이를 보
이리라, 이더 3:27(이더 4:7).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많은 것들을
계시하실것을믿는다, 신개 1:9.

경전(經典, SCRIPTURES),

잃어버린(LOST).
경전－잃어버린 경전 참조

경전(經典)의 잃어버린 책들(LOST

BOOKS OF SCRIPTURE).
경전－잃어버린 경전들 참조

계명(誡命)의 책(BOOK OF

COMMANDMENTS). 또한 계시;
교리와 성약 참조

1833년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받았
던 많은 계시가 그리스도 교회의 통
치를 위한 계명의 책이라는 제목으
로 출판되기 위해 준비되었다. 주께
서는 그의 종들과 대화하기를 계속
하셨으며 더욱 많은 계시가 편집되
어 이 년 후에 교리와 성약으로 출판



되었다.
교성 1편은 주의 계명의 책에 부치
는 그분의 서문임, 교성 1:6. 주께서
가장 현명한 자로 하여금 계명의 책
에 있는 그의 계시 중 가장 작은 것
을 지어보게 하심, 교성 67:4~9. 계
시들을 출판할 청지기들이 지명됨,
교성 70:1~5.

계보(系譜, GENEALOGY). 또한
가족; 구원; 구원, 죽은 자를 위한;
기억의 책; 의식－대리 의식;
침례, 침례를 주다－죽은 자를
위한 침례 참조

가족의 혈통선을 추적하는 기록. 신
권 직분 또는 어떤 축복이 특정 가족
에게 제한되어 있는 곳에서는, 경전
에 있는 계보가 매우 중요하다(창 5;
10; 25; 46; 역상 1~9; 스 2:61~62; 느
7:63~64; 마 1:1~17; 눅 3:23~38; 니
전 3:1~4; 5:14~19; 예이 1:1~2). 오
늘날 회복된 교회에서 교회의 회원
은 지속적으로 그들의 가족 혈통선
을 추적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돌
아가신 조상을 적절하게 확인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구원의 의식들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의식들은 영
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을 받아들인 죽은 이들에게만 효력
이 있다(교성 127, 128).

계시(啓示, REVELATION). 또한
꿈; 빛, 그리스도의 빛; 성신;
시현; 영감, 영감을 주다; 예언,
예언하다; 음성; 하나님의 말씀
참조

하나님이 지상에 있는 그의 자녀에
게 주는 의사전달. 계시는 그리스도
의 빛과 성신을 통하여 영감, 시현,
꿈, 또는 천사의 방문과 같은 방법으
로 올 수가 있다. 계시는 해의 왕국
에서의 영원한 구원으로 충실한 자
들을 인도할 수 있는 길잡이를 제공
하여 준다.

주는 그의 사업을 그의 선지자들
에게 나타내시고, 믿는 자들에게 선
지자들에게 주는 계시가 참됨을 확
인하여 준다(암 3:7). 계시를 통해,
주는 인도를 구하고, 신앙을 지니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개별적
인 길잡이를 제공한다. 조셉 스미스
는“성신은 계시자이다. 아무도 계시
를 받지 않고 성신을 받을 수 없다.”
고 말하였다.

주의 교회에서, 제일회장단과 십
이사도 정원회는 교회와 세상에 대
한 선지자요, 선견자요, 계시자이다.
교회의 회장은 교회를 위해 계시를
받도록 주가 권세를 부여한 유일한
사람이다(교성 28:2~7).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유익을 위해 개인적인 계
시를 받을 수 있다.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
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신 8:3(마
4:4; 교성 98:11). 여호와께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심, 왕상 19:12. 묵시
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
와, 잠 29:18.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
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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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시리라, 암 3:7. 바요나 시몬아 네
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내 아버지시니
라, 마 16:15~19. 성령이 너희를 모
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또 장
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
16:13.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약
1:5. 모든 일이 밝혀질 것이라, 니후
27:11. 내가 사람의 자녀들에게 말씀
에 말씀을 더하고, 니후 28:30. 드러
나지 아니할 은밀한 것이 없고, 니후
30:17. 성신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여 줄 것임이라, 니후 32:5. 자기에
게 계시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
님의 길에 대해 알지 못하나니, 야곱
4:8. 앨마가 계시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함, 앨 5:46. 결코 드러나지 않았
던 것이 충실한 자들에게 드러날 것
임, 앨 26:22. 계시를 부인하는 자들
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
하며 또 경전을 깨닫지 못함, 몰
9:7~8. 너희의 신앙이 시련을 겪기까
지는 너희가 증거를 받지 못함이니
라, 이더 12:6. 나의 말은 다 이루어
지리라, 교성 1:38. 내가 그 일에 대
하여 네 생각에 평강을 말하지 아니
하더냐? 교성 6:22~23. 나는 네 생각
과 네 마음에 말하리라, 교성 8:2~3.
만일 그것이 옳으면, 내가 네 가슴을
뜨겁게 할 것이라, 교성 9:8. 계시의
영을 부인하지 말라, 교성 11:25. 구
하는 자는 계시 위에 계시를 받게 되
리라, 교성 42:61. 성신으로 감동되
었을 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

든지 다 주의 음성이 되리라, 교성
68:4. 하나님께서는 지식을 너희에
게 주시리니, 교성 121:26. 조셉 스미
스는 아버지와 아들을 봄, 조역 1:17.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계시하
셨으며 앞으로도 계시하실 것을 믿
는다, 신개 1:7, 9.

고결(高潔, INTEGRITY). 또한
의로운, 의로움; 정직한, 정직
참조

의로움, 정직 그리고 성실.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
리지 아니할 것이라, 욥 27:5. 온전하
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잠 20:7.
그들은 무엇이든지 그 맡은 일에 항
상 충실한 자들이었더라, 앨 53:20.
주가 하이럼 스미스의 마음이 고결
하므로 그를 사랑함, 교성 124:15.

고넬료(CORNELIUS). 또한 백부장;
베드로; 이방인 참조

베드로가 침례를 준 가이사랴의 백
부장(행 10). 그는 아마도 유대교로
먼저 개종하지 않고 교회에 가입한
첫 번째 이방인일 것이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의 침례는 복음이 이방인
들에게도 전파되는 길을 열어 주었
다. 그 시대에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를 지니고 있던 선임 사
도 베드로가 이 전도를 이끌었다.

고등평의회(高等評議會, HIGH

COUNCIL)

열두 명의 대제사로 된 평의회.
회복된 교회의 초기에 고등평의회라



는 용어는 두 개의 다른 관리 조직체
를 지칭하였다. ⑴ 교회의 십이사도
정원회(교성 107:33, 38) ⑵ 각각의
스테이크 안에서 봉사하는 고등평의
회(교성 102; 107:36).

고레스(CYRUS)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
전을 다시 짓도록 허락하여 부분적
으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함으로써 이사야의 예언(대하
36:22~23; 사 44:28; 45:1)을 성취하
였던, 구약전서에 나오는 바사의 왕.
이사야의 예언은 왕의 조치가 있기
약 180년 전에 행해졌다.

고린도서(EPISTLES TO

CORINTHIANS). 또한 바울;
바울의 서한 참조

신약전서에 들어 있는 두 권의 책.
이 책들은 본래 바울이 고린도에 있
는 성도들 가운데 일고 있던 무질서
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에게 쓴 편
지들이다. 고린도인들은 도덕적으로
사악했던 사회에 살았다.
고린도전서: 1장은 바울의 인사말과
감사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2~6장
은 고린도 성도들의 결점에 대한 바
울의 바로잡음이다. 7~12장은 어떤
질의에 대한 바울의 응답을 담고 있
다. 13~15장은 자애, 영적인 은사,
그리고 부활에 관련한 것이다. 16장
은 신앙 안에서 강하게 서라는 바울
의 권고를 담고 있다.
고린도후서: 1장은 바울의 인사말과
감사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2장은

디도를 위한 개인적인 충고를 담고
있다. 3~7장은 성도들과 그들의 지
도자들의 생활에서의 복음의 힘을
다루고 있다. 8~9장은 성도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기쁘게 주는 자가
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0~12장은
사도로서의 바울 자신의 지위에 대
한 주장이다. 13장은 온전하라는 훈
계이다.

고마움(GRATITUDE). 감사한, 감사,
감사드림 참조

고모라(GOMORRAH). 또한 소돔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주에 의해 멸망
당하였던 사악한 도시(창 19:12~29).

고백(告白)하다(CONFESS),

고백(CONFESSION). 또한
용서하다; 회개하다, 회개 참조

경전에서는 고백의 뜻을 적어도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다. 한 의미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과
같이 어떤 것에 대한 신앙을 진술하
는 것이다(마 10:32; 롬 10:9; 요1
4:1~3; 교성 88:104).

또 다른 의미로는, 죄의 고백에
있어서와 같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
는 것이다. 자신의 모든 죄를 주께
고백하고 그의 용서를 얻는 것은 모
든 사람의 의무이다(교성 58:42~43).
필요할 때, 죄는 죄를 범한 상대에게
고백되어야 한다. 무거운 죄는 교회
지도자(대개의 경우 감독)에게 고백
되어야 한다.
그가 죄지었음을 자복해야 할 것임,

22고레스



23 골리앗

레 5:5.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자복
하고, 레 26:40~42. 이스라엘의 하나
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
복하고, 수 7:19. 사람들이 자기의 죄
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침
례를 받더니, 마 3:5~6. 자기 죄를 고
백하는 범법자는 용서되리라, 모사
26:29. 네 죄를 고백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이러한 형벌을
네가 겪을까 하노니, 교성 19:20. 회
개한 사람은 그 죄를 고백하고, 그것
들을 버리리라, 교성 58:43. 주는 겸
손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자에
게 자비를 베푸심, 교성 61:2. 주는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느니라, 교성 64:7.

곡(GOG). 또한 마곡;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참조

마곡의 왕. 에스겔은 곡이 주의 재림
의 때에 이스라엘을 침입할 것이라
고 예언하였다(겔 38~39). 곡과 마곡
의 싸움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싸움이
복천년의 끝에 일어날 것이다(계
20:7~9; 교성 88:111~116).

골고다(GOLGOTHA). 또한
십자가에 달림; 예수 그리스도
참조

골고다는 아람어로“해골”을 의미한
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
리셨던 장소의 이름이다(마 27:33;
막 15:22; 요 19:17). 이 장소의 라틴
어 이름은 갈보리이다(눅 23:33).

골로새서(EPISTLE TO

COLOSSIANS). 또한 바울;

바울의 서한 참조
신약전서에 있는 책. 이 책은 원래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의
전도자 에바브라의 방문을 받은 후
에 골로새인들에게 쓴 편지이다(골
1:7~8).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골로
새인들이 심각한 잘못에 빠져 들어
가고 있다고－그들은 어떤 외형적인
의식들을 주의 깊게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골 2:16) 다른 사람들보다 낫
다고 생각하였고, 어떠한 육체적 필
요성을 부인하며, 천사들을 경배하
였다(골 2:18)－말하였다. 이러한 관
습은 골로새인들이 스스로 성결하게
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었다. 또한
그들은 다른 교회 회원들보다도 우
주의 섭리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느
꼈다. 그의 편지에서 바울은 구속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며 또 우
리가 현명하게 되고 또 그를 섬겨야
한다고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바로잡
았다.

1장은 골로새인에 대한 바울의
인사이다. 2~3장은 교리적인 내용으
로, 구속자로서의 그리스도, 그릇된
예배의 위험성, 부활의 중요성 등을
언급한 일종의 성명문이다. 4장은
성도는 모든 일에 현명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골리앗(GOLIATH). 또한 다윗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군대에
도전하였던 블레셋 거인. 다윗은 그
의 도전을 받아들여 주의 도우심으
로 그를 죽였다(삼상 17).



공경(恭敬)하다(HONOR). 또한 경건;
존중하다 참조

경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처
럼, 어떤 사람 또는 어떤 것에 존경
과 경의를 보이는 것.
네 부모를 공경하라, 출 20:12(니전
17:55; 모사 13:20). 네 재물로 여호
와를 공경하라, 잠 3:9.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
기시리라, 요 12:26. 남편들은 그들
의 아내들을 귀히 여겨야함, 벧전
3:7. 그 입술로는 그들이 주를 공경
하나, 니후 27:25(사 29:13). 나는 세
상의 영예를 구하지 아니하고, 앨
60:36. 악마가 나를 거역하여 이르기
를, 당신의 존귀를 내게 주소서 하였
음이니 이는 나의 권능이니라, 교성
29:36. 충실한 자들은 존귀로 면류관
을 쓰게 되리라, 교성 75:5(교성
124:55). 나 주는 그를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노라, 교성
76:5. 그들이 사람의 명예를 갈망하
였기 때문에 택함을 받지 못함, 교성
121:34~35. 우리는 법률을 존중하며
지지할 것을 믿는다, 신개 1:12(교성
134:6).

공식 선언(公式 宣言, OFFICIAL

DECLARATION)－1.또한
결혼, 결혼하다－복수 결혼;
성명서; 우드럽, 윌포드 참조

교리와 성약의 끝부분에 인쇄되어
있는 공식 선언－1의 앞부분은 또한
성명서로도 알려져 있다. 그 성명서
는 윌포드 우드럽 회장이 제안하여

1890년 10월 6일에 있었던 연차 대
회에서 교회의 회원들에게 제출되었
다. 1862년부터 시작되어 그 후 25년
동안 여러 가지 법률로 인해 복수 결
혼이 미합중국에서 불법이 되었다.
주는 만일 성도들이 복수 결혼의 실
행을 중지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윌포드 우드럽에게
시현과 계시로 보여 주셨다. 성명서
는 복수 결혼이 더 이상 시행되고 있
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
이다.

공식 선언(公式 宣言, OFFICIAL

DECLARATION)－2.또한
신권; 킴볼, 스펜서 더블류 참조

하나님의 신권을 지닐 수 있는 사람
에 관한 교리적 성명으로, 현재는 교
리와 성약의 마지막 쪽에 인쇄되어
있다. 1978년 6월 초 주는 신권이 교
회의 모든 합당한 남자 회원에게 주
어져야 함을 스펜서 더블류 킴볼 회
장에게 계시하여 주셨다. 이로써 인
종과 피부색에 관계없이 모든 합당
한 남자에게 신권이 주어지게 되었
으며 또한 모든 합당한 회원들은 성
전 축복을 받게 되었다. 1978년 9월
30일에 이 선언문이 교회의 연차 대
회에 제출되었으며 만장일치로 받아
들여졌다.

공의(公義, JUSTICE). 또한
속죄하다, 속죄; 자비, 자비로운
참조

의로운 생각과 행동에 대한 축복과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한 형벌의 틀

24공경하다



25 교리와 성약

림없는 결과. 공의는 하나님의 율법
을 어길 때마다 벌을 요구하는 영원
한 율법이다(앨 42:13~24). 죄인은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벌을 치루
어야 한다(모사 2:38~39; 교성
19:17). 만일 그가 회개한다면, 구주
는 자비를 불러 일으키는 속죄를 통
하여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앨
34:16).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겔 18:4.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
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
6:8. 예수께서는 의로우시고 또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요1 1:9. 하나님의 공
의가 악인을 의인으로부터 나눔, 니
전 15:30. 속죄가 그의 공의의 요구
를 충족시켜, 니후 9:26. 모든 인류가
타락하여 공의에 붙잡혀 있었음, 앨
42:14. 속죄는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
킴, 앨 42:15. 너는 자비가 공의를 앗
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앨
42:25. 네가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하
나님의 공의가 너희 위에 걸려 있느
니라, 앨 54:6. 공의와 심판은 나의
율법에 부가된 형벌이니라, 교성
82:4. 공의는 끊임없이 자기 진로를
나아가 자기의 것을 주장하며, 교성
88:40.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이 면제
되는 자는 아무도 없으리니, 교성
107:84.

과부(寡婦, WIDOW). 또한 복지
참조

남편이 사망하였으나 다시 결혼하지
않은 여인.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게 하라, 신
14:29. 이 가난한 과부는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넣었도다, 막 12:41~44. 고
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약
1:27. 주께서 과부를 압제하는 자들
에게 대하여 속히 증거하리라, 3니
24:5(슥 7:10). 과부와 고아는 부양을
받아야 하며, 교성 83:6(교성 136:8).

교리(敎理)와 성약(聖約)

(DOCTRINE AND

COVENANTS). 또한 경전;
계명의 책; 스미스, 조셉, 이세;
정경 참조

후일의 신성한 계시들과 영감받은
선언문의 모음. 주는 이러한 것을 이
마지막 날에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설립과 규정을 위해 조셉 스
미스와 그의 계승자들에게 주셨다.
교리와 성약은 성경, 몰몬경 그리고
값진 진주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표준 경전의 하나
이다. 하지만 교리와 성약은 고대 문
서의 번역이 아니기 때문에 독특하
다. 주께서 그의 왕국을 회복하기 위
해서 이 현대에 그의 선택된 선지자
들에게 이러한 계시를 주셨다. 이 계
시들에서 사람들은 부드러우나 확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된다(교성 18:35~36).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교리와 성약은
이 마지막 날에 교회의 기초가 되고,
세상에 유익이 된다고 말하였다(교
성 70편 머리말). 그 안에 있는 계시
들은 주의 재림을 위한 길을 준비하
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며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선지자들에 의하여 이
야기된말씀을성취하는것이다.

교만(驕慢, PRIDE). 또한 겸손한,
겸손; 돈; 부; 세상적인 것; 헛된,
헛된 것 참조

겸손하지 않거나 가르침을 받지 않
으려고 하는 것. 교만은 사람들을 서
로간에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하게
한다.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를 그 주
위에 있는 이들보다 높은 곳에 두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따
른다. 자만, 시기, 마음이 굳어짐, 그
리고 거만함이 또한 교만한 사람의
전형이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지지 않게 여호
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
다, 신 8:11~14. 나는 교만과 거만을
미워하느니라, 잠 8:13(잠 6:16~17).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잠 16:18.
여호와의 날이 교만한 자에게 임하
리니, 사 2:11~12(니후 12:11~12).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옵 1:3. 교만한 자는 다 지푸라기 같
을 것이라, 말 4:1(니전 22:15; 3니
25:1; 교성 29:9).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마 23:12(교
성 101:42).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벧전 5:5. 그 크고 넓은
건물은 세상의 교만이요, 니전
11:36(니전 12:18). 그들이 학식을 얻
으매 자신이 현명하다 생각하며, 니
후 9:28~29. 너희가 너희 마음의 교
만 중에 자고하여지며, 야곱 2:13,
16(앨 4:8~12). 너희는 교만을 벗어
버렸느냐? 앨 5:28. 백성들의 마음에

심히 큰 교만이 들어왔으니, 힐
3:33~36. 참으로 어찌 그리 사람의
자녀들이 교만 중에 자고하기를 속
히 하며, 힐 12:4~5. 이 나라의 교만
이 그들의 멸망이 되었도다, 모로
8:27. 너희가 니파이인같이 되지 않
도록 교만을 조심하라, 교성 38:39.
너희의 모든 교만과 경박한 생각을
그치라, 교성 88:121.

교사(敎師, TEACHER), 

아론 신권(神權)(AARONIC

PRIESTHOOD). 또한 아론 신권
참조

아론 신권에 있는 한 직분.
교사의 의무는 교회 회원을 돌아보
는 것임, 교성 20:53~60. 교사의 직
분은 소신권에 속한 필요 불가결한
부속 직분이니, 교성 84:30, 111. 교
사 정원회의 회장은 교사 이십사 명
을 감리하며, 교성 107:86.

교회(敎會, CHURCH),

이름(NAME OF). 또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몰몬(들); 예수 그리스도 교회
참조

몰몬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부활 직후 의로운 니파이인들을 방
문하였을 때, 그의 교회가 그의 이름
을 취해야 한다고 말하였다(3니
27:3~8). 오늘날 주님은 교회의 이름
을“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로 계시해 주셨다(교성 115:4).

교회(敎會, CHURCH), 참된 교회의

표적(表蹟)(SIGN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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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교회, 참된 교회의 표적

TRUE CHURCH). 또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 교회; 표적 참조

하나님이 인정하고, 또 주께서 그의
자녀들이 충만한 축복을 받도록 세
우신 방편임을 보여 주는 교회의 교
리와 일. 참된 교회의 표적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신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심, 창
1:26~27.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
여 말씀하셨음, 출 33:11. 영생은 하
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
는 것임, 요 17:3. 아버지와 아들은
살과 뼈의 몸을 가지고 계심, 교성
130:22~23. 아버지와 아들이 조셉 스
미스에게 나타나심, 조역 1:15~20.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신개 1:1.
첫째 원리와 의식: 사람이 물과 성령
으로 나지 아니하면, 요 3:3~5. 너희
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행 2:38.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신을
받는지라, 행 8:14~17. 믿음으로 말미
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 3:26~27. 너희는
회개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으
로 침례를 받으라, 니후 31:11~21. 믿
는 자들이 침례를 받고 안수로써 성
신을 받았음, 교성 76:50~53. 침례를
베풀고 성신의 은사를 주기 위해서는
합당한 신권이 필요함, 조역 1:70~72.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와 의식이 서술
됨, 신개1:4.

계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잠 29:18. 주께서 자기
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심,
암 3:7. 교회가 계시의 반석 위에 세
워짐, 마 16:17~18(교성 33:13). 주께
서 더 이상 계시로 일하시지 않는다
고 말할 자에게 화 있도다, 3니 29:6.
계시와 계명은 지명된 한 사람을 통
해서만 옴, 교성 43:2~7. 우리는 하
나님께서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을 믿는다, 신개1:9.
선지자: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의 터 위에 세워짐, 엡 2:19~20. 사도
들과 선지자들이 교회에 필수적임,
엡 4:11~16. 조셉 스미스는 선견자,
선지자, 사도가 되도록 부름을 받음,
교성 21:1~3. 우리는 선지자를 믿는
다, 신개 1:6.
권세: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능
력과 권위를 주시고, 눅 9:1~2(요
15:16). 힐라맨의 아들 니파이는 하
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권세를 가졌
음, 힐 11:18(3니 7:17). 선지자는 교
회를 위한 계명을 받음, 교성 21:
4~5. 권세를 가진 어떤 자에 의해 성
임되지 아니하면 어떠한 자도 복음
을 전파하거나 교회를 세우도록 허
락되지 않음, 교성 42:11. 장로는 복
음을 전파하고 권세를 행사해야 함,
교성 68:8. 하나님을 대신하여 전파
하고 집행하는 자는 권세 있는 자에
의해 부름을 받아야 함, 신개 1:5.
추가 경전이 나타날 것임: 유다의 막
대기가 요셉의 막대기와 합하여질
것임, 겔 37:15~20. 마지막 날의 경



전의 출현이 예고됨, 니전 13:38~41.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은 위대하고도
중대한 것들을 계시하실 것을 믿는
다, 신개 1:9.
교회 조직: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
들의 터 위에 세워짐, 엡 2:19~20. 사
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에 필수적임,
엡 4:11~16.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
리되심, 엡 5:23.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의 이름으로 일컬어져야 함, 3니
27:8. 우리는 초대 교회에 있었던 것
과똑같은조직을믿는다, 신개1:6.
선교 사업: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
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마 28:19~20.
칠십인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름을
받음, 눅 10:1. 그들은 모든 피조물에
게 구원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했
나니, 모사 28:3. 장로들은 둘씩 짝이
되어 나아가 나의 복음을 전파할지
니라, 교성 42:6. 복음은 모든 피조물
에게 전파되어야 함, 교성 58:64.
영적 은사: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
기를 시작하니라, 행 2:4. 장로들이
병든 자를 고침, 약 5:14. 하나님의
은사를 부인하지 말라, 모로 10:8. 영
적 은사가 열거됨, 교성 46:13~26(고
전 12:1~11; 모로 10:9~18).
성전: 내가 성약을 세우고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겔 37:26~27.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말 3:1. 니
파이는 성전을 지었나니, 니후 5:16.
성도들은 주의 집을 건축하지 아니
한데 대하여 징계를 받음, 교성
95(교성 88:119). 주의 백성은 거룩

한 의식을 집행하기 위하여 성전을
항상 지음, 교성 124:37~44. 성전 건
축과 의식 집행은 위대한 마지막 날
의 사업의 일부임, 교성 138:53~54.

교회(敎會, CHURCH), 크고

가증(可憎)한(GREAT AND

ABOMINABLE). 악마－악마의
교회 참조

구속(救贖, REDEMPTION),

계획(計劃, PLAN OF). 구속의
계획 참조

구속(救贖)의 계획(計劃)(PLAN OF

REDEMPTION). 또한 구원;
복음; 속죄하다, 속죄; 아담과
이브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 참조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
기 위하여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
의 충만한 복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과 의식, 그리고 교리
와 함께 창조, 타락 및 속죄를 포함
한다. 이 계획은 모든 사람이 승영에
이르고 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
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니후 2, 9).
경전은 또한 이 계획을 구원의 계획,
행복의 계획, 그리고 자비의 계획으
로 지칭하기도 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사 53:5(모사 14:5). 천하에 사람이 구
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음,
행 4:1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
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
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전 15:22. 너
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
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엡 2:8(니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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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구속주

25:23).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영생을약속하셨음, 딛 1:2. 예수
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
5:8~9. 구속의 계획이 죽은 자들에게
까지 펼쳐졌음, 벧전 3:18~20; 4:6(교
성 138). 죽음은 위대하신 창조주의
자비로운계획을이룸, 니후 9:6.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냐!
니후 9:13. 구속의 계획은 부활과 죄
사함을 가져다 줌, 앨 12:25~34. 아론
이 라모나이의 부친에게 구속의 계획
을 가르침, 앨 22:12~14. 앰율레크가
구원의 계획을 설명함, 앨 34:8~16.
앨마가 구원의 계획을 설명함, 앨
42:5~26, 31. 창조, 타락, 속죄, 및 침
례의 교리가 현대의 계시에서 확인
됨, 교성 20:17~29. 계획은 세상이 있
기 전에 제정되었음, 교성 128:22. 나
의 일과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
모세 1:39. 이것이 만민에게 주는 구
원의 계획이니라, 모세 6:52~62. 이로
써 우리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아브
3:22~26.

구속주(救贖主, REDEEMER). 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참조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속죄를 통해
인류의 죄값을 치르고 모든 사람의
부활을 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에 인
류의 위대한 구속주이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욥 19:25. 여호와가 말하노
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
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사
41:14(사 43:14; 48:17; 54:5; 59:20).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
요, 사 49:26(사 60:16). 이름을 예수
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
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
1:21.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
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
20:28(딤전 2:5~6). 주 이스라엘의 하
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방문하시어
속량하심, 눅 1:68. 그의 아들의 죽으
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롬 5:10. 예수 그리스도께
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딛 2:13~14.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
고, 계 1:5. 구속은 거룩하신 메시야
안에서 그리고 통하여 임하나니, 니
후 2:6~7, 26. 아들은 사람들의 죄악
과 범법을 친히 짊어지시고, 그들을
구속하사,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
셨느니라, 모사 15:6~9, 18~27. 그리
스도는 회개에 이르는 침례를 받을
자들을 구속하시려 오시리라, 앨
9:26~27. 그는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
려 세상에 오사, 앨 11:40~41. 구속은
회개를 통하여 옴, 앨 42:13~26.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속하러 오셨
음, 힐 5:9~12.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육체적인 사망과 영적인 사망에서
구속하시나니, 힐 14:12~17. 그리스
도로 말미암아 구속이 이르며, 3니
9:17. 나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
로부터 나의 백성을 구속하도록 예
비된 자니라, 이더 3:14. 주 너희 구
속주가 육체로 죽음을 겪었음이라,



교성 18:11.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으셨
음, 교성 19:1, 16~20. 어린아이는 독
생자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았느니
라, 교성 29:46. 나는 세상의 구속을
위하여 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
고, 교성 49:5.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
과 구속주요, 교성 93:8~9. 조셉 에프
스미스가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
현을 받음, 교성 138. 우리는 그리스
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
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신개 1:3.

구속(救贖)하다(REDEEM),

구속받은(REDEEMED),

구속(REDEMPTION). 또한 구원;
사망, 영적; 사망, 육체적;
속죄하다, 속죄; 아담과 이브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 참조

값을 지불함으로써 사람을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구조하거나,
사거나, 몸값을 치루는 것.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고 죄로
부터의 구원을 일컫는다. 예수의 속
죄는 온 인류를 육체적 사망에서 구
속하였다. 그의 속죄를 통해, 그를
믿는 신앙을 갖고 회개하는 사람은
영적 사망에서도 구속된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사
44:22.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
리니, 호 13:14(시 49:15). 우리는 그
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받았
느니라, 엡 1:7, 14(히 9:11~15; 벧전
1:18~19; 앨 5:21; 힐 5:9~12). 주께서
나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속하셨나
니, 니후 1:15. 구속은 거룩하신 메시

야 안에서 거룩하신 메시야를 통하
여 임하나니, 니후 2:6~7, 26(모사
15:26~27; 26:26). 그들은 구속하시
는 사랑을 노래하였느니라, 앨
5:9(앨 5:26; 26:13). 악인은 마치 구
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같이 그대
로 있게 되리니, 앨 11:40~41(앨
34:16; 42:13; 힐 14:16~18). 예수 그
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속을 이루셨으
매, 몰 7:5~7. 구속의 능력이 율법을
가지지 아니한 모든 자에게 임함이
라, 모로 8:22(교성 45:54). 믿지 아니
하는 자는 그들의 영적 타락에서 구
속받을 수 없음이니라, 교성 29:44.
어린아이는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
부터 구속함을 받았느니라, 교성
29:46. 주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셨
으니, 교성 84:99. 조셉 에프 스미스
가 시현에서 죽은 자의 구속을 보았
음, 교성 138. 아담과 이브가 그들의
구속을 기뻐함, 모세 5:9~11.

구약전서(舊約全書, OLD

TESTAMENT). 또한 경전;
모세오경; 성경 참조

성령의 영향 아래에서 일하였으며
또한 여러 세기에 걸쳐 그리스도와
그의 미래의 성역에 관해 증거하였
던 고대 선지자들의 기록들. 이 책에
는 또한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아
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역사 그리고
주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맺
으신 성약 또는 증언에 관한 기록이
실려 있다.
구약전서에 나오는 첫 다섯 권은 모
세가 기록하였다. 이 책은 창세기,

30구속하다, 구속받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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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이
다. 창세기는 지구, 인류, 언어, 종족
의 기원과 이스라엘 가문의 시작을
언급하고 있다.
역사서는 이스라엘이 겪었던 사건들
을 말하고 있다. 이 책에는 여호수
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과 사무
엘하,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역대상
과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
더가 있다.
시서는 선지자들의 지혜와 문학의
일부를 기록하고 있다. 이 책에는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예레미
야애가가 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
해 그들에게 경고하고 순종으로부터
오는 축복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그
들은 회개하고, 의식을 받으며, 복음
에 따라 생활하는 이들의 죄를 속죄
하실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해 예언
하였다. 예언서에는 이사야, 예레미
아,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
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
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있다.

구약전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책
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 일부 기
록만이동족어인아람어로씌어졌다.

구원(救援, SALVATION). 또한
구속의 계획; 구속하다,
구속받은, 구속; 사망, 영적; 사망,
육체적; 속죄하다, 속죄; 승영;
예수 그리스도; 은혜 참조

육체적 및 영적 사망 모두에서 구함

을 받는 것.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
리스도의 사망과 부활을 통하여 하
나님의 은혜로 육체적 사망에서 구
함을 받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사
망에서 또한 구함 받을 수 있다. 이
신앙은 율법 및 복음의 의식들에 대
한 순종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봉
사의 생활에서 나타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
시니, 시 27:1. 오직 그만이 나의 반
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시 62:2.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
력이 됨이라, 롬 1:16(교성 68:4). 두
려움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
2:12.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사 거룩
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
니, 살후 2:13. 구원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니라, 니후 2:4. 구원의 은사보
다 더 큰 은사가 없음이니라, 교성
6:13.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 임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임, 모세 6:52(행
4:10~12).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
를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신개 1:3.
아이들의 구원: 너희가 어린아이들
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
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 18:3. 어린
아이들이 또한 영생을 가지느니라,
모사 15:25. 유아 세례는 가증한 일
이며 어린아이들은 속죄로 인해 그
리스도 안에서 살아 있음, 모로
8:8~24. 어린아이는 나의 독생자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았고, 사탄은 그



들을 유혹하지 못함, 교성 29:46~47.
자녀는 나이 여덟 살일 때 복음을 배
우고 침례를 받아야 함, 교성
68:25~28. 어린아이는 예수 그리스
도를 통하여 성결하게 되어, 교성
74:7. 사람은 그의 어릴 때에 다시 무
죄하게 되었느니라, 교성 93:38. 책
임을 질 수 있는 나이에 이르기 전에
죽은 모든 어린아이는 해의 왕국에
서 구원을 받음, 교성 137:10. 어린아
이는 창세로부터 온전함이니라, 모
세 6:54.

구원(救援, SALVATION),

계획(計劃, PLAN OF). 구속의
계획 참조

구원(救援, SALVATION),

아이들의(OF CHILDREN). 아이,
아이들; 구원－아이들의 구원
참조

구원(救援, SALVATION), 죽은

자(者)를 위한(FOR THE

DEAD). 또한 계보; 구속의 계획;
구원; 기억의 책 참조

복음의 구원 의식을 받지 못하고 죽
은 자들이, 교회의 살아있는 합당한
회원에 의해 성전에서 그들을 위해
이러한 의식들을 대행하여 받을 기
회. 죽은 자들에게는 영의 세계에서
복음이 가르쳐지며, 또 그들은 필멸
의 세계에서 그들을 위해 집행되는
의식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교회의 충실한 회원은 조상을 위
해 구원 의식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들의 이름과 출생 일자를 확정하

기 위해 가족 역사를 탐구하고 준비
한다.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사 49:9(사 24:22; 니전 21:9).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사 61:1(눅
4:18).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
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말 4:5~6(3
니 25:5~6; 교성 110:13~16). 죽은 자
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
리라, 요 5:25.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
여 침례를 받느냐? 고전 15:29. 그리
스도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
시니라, 벧전 3:18~20.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
니, 벧전 4:6. 아들이 옥에 있는 영들
을 방문하셨음, 교성 76:73. 그러고
나면 저 옥에서 그들의 몫을 받은 자
들의 구속이 이루어지나니, 교성
88:99. 나의 성도들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을 수 있는 침례반이
땅 위에는 없음이니, 교성 124:29. 죽
은 자로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자들
은 모두 다 해의 왕국의 상속자가 되
리라, 교성 137:7~10. 하나님의 아들
이 나타나 충실하였던 포로 된 자들
에게 자유를 선언하시더라, 교성
138:18. 옥에 있던 많은 영들이 나아
와, 모세 7:57.

구원(救援)의 계획(計劃)(PLAN OF

SALVATION). 구속의 계획 참조

구원자(救援者, DELIVERER). 또한
예수 그리스도 참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속박에서
모든 자를, 그리고 죄의 형벌로부터

32구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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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개한 자를 구하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자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를 건
지시는 자시요, 삼하 22:2(시 18:2;
144:2).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시 40:17(시 70:5).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롬 11:26.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의
구속주요 구원자로 인정하더라, 교
성 138:23.

구제(救濟, ALMS), 구제를

베풂(ALMSGIVING). 또한
가난한; 금식하다, 금식; 복지;
헌물 참조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베푸는 것.
사람들 앞에서 너희 구제를 행하지
않도록, 마 6:1~4(3니 13:1~4). 이 가
난한 과부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
었도다, 막 12:41~44. 주는 것이 받
는 것보다 복이 있음, 행 20:33~35.
나는 너희가 너희 재물에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기를 바라노니, 모
사 4:26. 교회의 백성으로 하여금, 각
사람이 가진 바에 따라 자신의 재물
에서 나누어 주게 하되, 모사 18:27.

구주(救主, SAVIOR). 또한 예수
그리스도 참조

구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구속과
구원을 제공하셨다.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이름이며 칭호이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
시니, 시 27:1(출 15:1~2; 삼하
22:2~3).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

원자가 없느니라, 사 43:11(교성
76:1).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 1:21. 오늘 너희를 위
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눅 2:11.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
3:16~17.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
는 이름은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
른 이름이 없음이라, 행 4:10~12(니
후 25:20; 모사 3:17; 5:8; 교성 18:23;
모세 6:52). 우리는 하늘로부터 구원
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
리노니, 빌 3:20. 아버지가 아들을 세
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요1 4:14.
주께서 메시야, 즉 세상의 구주를 일
으키셨음, 니전 10:4.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의 구원자이심, 니전
13:40. 구주에 대한 지식이 모든 나
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두루
퍼질 때가 이르리라, 모사 3:20. 구원
이 이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함이니, 힐 14:15~16. 구
원자를 통하여 의롭게 됨과 성결하
게 됨은 공의로우며 참됨, 교성
20:30~31. 나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
의 구원자라, 교성 43:34. 나의 독생
자는 구원자라, 모세 1:6. 아들을 믿
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마다 구
원을 얻을 것이요, 모세 5:15.

구(求)하다(ASK). 또한 기도 참조
하나님께 묻거나, 질문하거나 특별
한 청을 탄원하는 것.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



이요, 마 7:7.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
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약 1:5(조역 1:7~20). 신앙으로 내게
구하라, 니전 15:11. 만일 너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면, 이는 너희
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일 것이라,
니후 32:4.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라,
모사 4:10. 하나님께서는 옳은 것으
로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
든지 너희에게 허락하심, 모사 4:21.
이 기록이 참되지 아니한지 하나님
께 간구하여 보라, 모로 10:4. 그들은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사랑하는도
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게 간구하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교성 10:21. 모
든 일에 있어서 너희는 하나님께 구
할 것을 명령받았나니, 교성 46:7.

권고(勸告, COUNSEL). 또한
선지자 참조

주와 그의 성임받은 지도자로부터의
훈계, 경고, 충고 그리고 가르침.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출
18:19. 하나님께서 그의 교훈으로 나
를 인도하시고, 시 73:24. 지략이 없
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잠 11:14. 바
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눅 7:30. 만일 그들
이 하나님의 권고에 귀 기울일진대,
학식을 얻음은 좋으니라, 니후 9:29.
너희를 성임한 자의 권고에 귀를 기
울이라, 교성 78:2. 내가 임명한 자에
게서 권고를 받으라, 교성 108:1. 그
는 내가 명한 권고 대신 자기의 권고
를 확립하기를 갈망하니, 교성
124:84. 나의 종 조셉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고, 교성 124:89. 어느 사람이
나의 권고를 구하지 아니하면 그는
권능을 가지지 못할 것이요, 교성
136:19.

권고(勸告)하다(COUNSEL)

경전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권고하다
는 충고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의미
한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
단한 금을 사서, 계 3:18. 주께 권고
하려 하지 말고, 야곱 4:10. 그가 그
지으신 모든 것을 지혜로 다스리심
이며, 앨 37:12. 너희가 너희 자신의
길로 스스로 권고하기를 구하므로
너희의 죄가 내게 상달하였고, 교성
56:14.

권능(權能, POWER). 또한 권세;
신권 참조

어떤 일을 행하는 능력. 사람 또는
사물에 대한 권능을 가짐은 그것들
을 통제하거나 명령하는 능력을 지
니는 것이다. 경전에서, 권능은 종종
하나님의 권능 또는 하늘의 권능과
연결된다. 그것은 종종 신권의 권세
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허
가 또는 권리이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
게 보이고, 출 9:16. 하나님은 나의 견
고한 요새시며, 삼하 22:33.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베풀기를 아
끼지 말라, 잠 3:27. 오직 나는 여호와
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충만
해져서, 미 3:8. 하늘과 땅의 모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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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권세

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 28:18. 그들
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
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눅 4:32. 너
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
까지 이 성에 머물라, 눅 24:49. 받아
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요 1:12(교성
11:30).오직성령이너희에게임하시
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행 1:8. 권세
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
나니, 롬 13:1. 너희는 구원을 얻기 위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벧전 1:3~5. 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함이니, 니전 17:48. 그 일은 또
한 성신의 권능으로 나에게 분명히
밝혀졌었나니, 야곱 7:12. 사람은 하
나님께로부터 그에게 주어지는 큰
권능을 지닐 수 있나이다, 모사 8:16.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
로 가르쳤더라, 앨 17:2~3. 니파이가
권능과 큰 권세로 성역을 베푸니라,
3니 7:15~20(3니 11:19~22). 사람이
위대한 일을 많이 행할 권능이 있다
할지라도, 만일 자신의 힘을 자랑하
면 그는 반드시 타락하느니라, 교성
3:4. 선을 행하는 능력이 각 사람에게
있고, 교성 58:27~28. 멜기세덱 신권
의 의식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
느니라, 교성 84:19~22. 신권의 권리
는 하늘의 권능과 연계되어 있고, 교
성 121:34~46. 나는 내 손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요, 내 권능이 너를 덮으
리라, 아브 1:18.

권세(權勢, AUTHORITY). 또한

권능; 부르다, 하나님에게서 부름
받은, 부름; 성임하다, 성임; 신권;
열쇠, 신권의 참조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또는 예수 그
리스도를 위하거나 대신하여 행하도
록 부름받거나 성임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허락.
내가 너를 보냈느니라, 출 3:12~15.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말하고, 출
7:2. 그가 열두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니라, 마 10:1.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
웠나니, 요 15:16. 니파이와 리하이
가 큰 권세로 전파하였으니, 힐 5:18.
힐라맨의 아들, 니파이는 하나님에
게서 큰 능력과 권세를 받은 하나님
의 사람이었음, 힐 11:18(3니 7:17).
예수께서 열두 명의 니파이인에게
권능과 권세를 주심, 3니 12:1~2. 조
셉 스미스는 하나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아 성임되었음, 교성 20:2. 성임되
거나 그가 권세를 가지고 있음이 교
회에 알려지지 아니하면 어떠한 자
도 나의 복음을 전파하러 나아가거
나 나의 교회를 세우지 못하리라, 교
성 42:11. 장로는 복음을 전파하고
권세를 행사해야 함, 교성 68:8. 멜기
세덱 신권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 영
적 일을 집행하느니라, 교성 107:8,
18~19. 신성한 권세로써 행하는 것
은 율법이 됨, 교성 128:9. 하나님을
대신하여 전파하고 집행하는 자는
권세있는 자에 의해 부름 받아야 함,
신개 1:5.



귀(EAR). 또한 귀를 기울이다 참조
경전에서 귀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의 능력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시 115:6.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깨우치사 알
아듣게 하시도다, 사 50:4~5(니후
7:4~5).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
11:15.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마
13:15(모세 6:27).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고전 2:9(교성 76:10).
악마가 그들의 귀에 속삭이기를, 니
후 28:22. 너희 귀를 열고 듣게 하며,
모사 2:9(3니 11:5). 여러 번 부름을
받았으나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나
니, 앨 10:6.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앨 36:1(앨 38:1; 교성 58:1). 듣지 아
니할 귀도 없으며, 교성 1:2. 겸손과
기도를 통해 귀가 열림, 교성 136:32.

귀를 기울이다(HEARKEN). 또한
귀; 순종, 순종하는, 순종하다
참조

주님의 음성 또는 가르침을 듣고 순
종하는 것.
여호와께서 그와 같은 선지자 하나
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 18:15.듣는 것이 제
사의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삼상
15:20~23.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
에게 듣지 아니 하였나이다, 단 9:6.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의인
들은 멸망하지 아니함, 니후 26:8. 만

일 너희가 선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
의 양이 아니니라, 앨 5:38(힐 7:18).
들으라, 오 너희 나의 교회의 백성들
아, 교성 1:1.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
이는 사람은 깨닫게 되어 아버지께
로 나아옴, 교성 84:46~47. 그들이
주께 듣기를 더디 하였으니, 그러므
로 그가 그들의 기도를 듣기를 더디
하시느니라, 교성 101:7~9. 명령을
듣지 아니한 자는 징계를 받음, 교성
103:4(모세 4:4).

규빗(CUBIT)

히브리인들의 길이에 대한 일반적인
단위－본래는 팔꿈치로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이다.

그룹(CHERUBIM)

하늘의 생물을 대표하는 형체들로서
그 정확한 형태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룹은 신성한 장소를 지키는 부름
을 받았다.
주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기 위
해 그룹들을 두셨음, 창 3:24(앨
12:21~29; 42:2~3; 모세 4:31). 그룹
들의 상징적 표현이 속죄소에 놓여
졌음, 출 25:18, 22(왕상 6:23~28; 히
9:5). 그룹들이 에스겔의 시현 가운
데 언급되었음, 겔 10; 11:22.

그리스도(CHRIST). 예수 그리스도
참조

그리스도의 교리(敎理)(DOCTRINE

OF CHRIST). 또한 구속의 계획;
복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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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금식하다, 금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와 가
르침.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신 32:2.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사 29:24.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마 7:28.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요 7:16. 모든 성경은 교훈으로 유익
하니, 딤후 3:16.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리요, 아버지의 유일하고 참된 교
리니라, 니후 31:21(니후 32:6). 나의
교리의 요점에 관하여 논쟁이 너희
가운데 없게 하라, 3니 11:28, 32, 35,
39~40. 사탄이 백성의 마음을 선동
하여 내 교리의 요점들에 관하여 다
툼이 있게 하며, 교성 10:62~63, 67.
자녀에게 회개, 그리스도를 믿는 신
앙, 그리고 침례와 성신의 은사의 교
리를 가르치라, 교성 68:25.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칠지니라, 교성
88:77~78. 신권의 교리는 네 영혼을
적시리라, 교성 121:45.

그리스도의 자녀(子女)(CHILDREN

OF CHRIST). 또한 거듭난,
하나님에게서 난; 낳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니라, 마
18:1~4.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요 12:36. 육에 속한
사람을 벗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모사 3:19; 27:25~26. 성약으로 인하
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자녀라 일컬
음을 받으리라, 모사 5:7. 만일 너희
가 모든 선한 것을 붙잡으면 너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것이
니라, 모로 7:19. 나는 나를 받아들이
는 자 모두에게 내 아들이 되는 능력
을 주었나니, 교성 39:4. 두려워 말
라, 어린아이들아, 이는 너희가 나의
것임이요, 교성 50:40~41. 너는 내
안에서 하나이니, 곧 하나님의 한 아
들이니라, 모세 6:68.

그리스도인(人)(CHRISTIANS). 또한
성도; 제자 참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이 말이 전 세계에 걸
쳐 보통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그
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사람들을
주는 성도라 부르셨다(행 9:13, 32,
41; 고전 1:2; 교성 115:4).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
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행 11:26. 만
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벧전 4:16. 성약
으로 인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자
녀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모사 5:7.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들이 교
회의 회원이 아닌 자들에게서 그리
스도인이라 일컬어졌음이라, 앨
46:13~16.

금식(禁食)하다(FAST), 금식

(FASTING). 또한 가난한; 구제,
구제를 베풂; 복지; 헌물 참조

주께 가까이 나아가며 그의 축복을



청할 목적으로 먹거나 마시는 것을
자발적으로 삼가는 것. 개인과 집단
이 금식을 할 때, 그들은 또한 하나
님의 뜻을 이해하고 더욱 큰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금식
은 항상 참되게 믿는 자들에 의해 실
행되어 왔다.

오늘날 교회에서, 매달 한 안식일
이 금식의 목적으로 별도로 정해져
있다. 이때에 교회 회원들은 음식과
물 없이 이십사 시간 동안 지낸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 식사를 위한
음식에 쓰였을 돈을 교회에 기부한
다. 이 돈을 금식 헌금이라 일컫는
다. 교회는 금식 헌금을 가난하고 궁
핍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한다.
우리가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
구하였더니, 스 8:21~23, 31. 내가 하
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
여, 느 1:4.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에 4:16.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시 35:13. 이러한 것이 내
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겠느냐, 사
58:3~12. 내가 금식하며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단
9:3. 너희는 금식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욜 2:12. 니느웨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욘
3:5. 예수께서 사십 일 동안 금식하
심, 마 4:2(출 34:28; 왕상 19:8; 눅
4:1~2). 금식하는 자는 사람에게 보
이지 말라, 마 6:18(3니 13:16). 이런
유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마 17:21. 금식과 기

도를 계속하며, 옴 1:26(4니 1:12). 그
들이 금식하며 주 그들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더라, 모사 27:22.
내가 여러 날을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러한 일을 알고자 하였느니라, 앨
5:46. 하나님의 자녀들이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함, 앨 6:6. 모사이야의
아들들이 많은 기도와 금식에 힘썼
었고, 앨 17:3, 9. 많은 니파이인들의
죽음 이후에 금식과 기도의 때가 있
었음, 앨 28:5~6. 많이 금식하고 많
이 기도하며, 앨 45:1(힐 3:35). 순전
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여 네 금
식이 온전하게 되게 하라, 교성
59:13~14. 너희는 기도하며 금식하
기를 계속할지니라, 교성 88:76.

금지(禁止)된 열매(FORBIDDEN

FRUIT). 아담과 이브의 타락;
에덴 참조

금판(板)(GOLD PLATES). 또한
몰몬경; 판 참조

금으로 된 판에 적힌 한 기록. 그것
은 미 대륙에 있었던 위대한 두 문명
에 관한 이야기를 말해 주고 있다.
조셉 스미스는 이 판의 일부를 번역
하고 또 출판하였다. 이 번역물은 몰
몬경이라 불리운다. (더 많은 내용에
대해서는 몰몬경의 앞에 있는“소
개”및“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증언”
을 참조.)

긍휼(矜恤, COMPASSION). 또한
자비로운, 자비; 자애; 사랑 참조

경전에서, 긍휼은 문자 그대로“함께
고난을 겪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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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기도

또한 타인에 대한 동정, 연민, 자비
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주께서 그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
것을 요청하심. 슥 7:8~10.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심, 마 9:36(마 20:34; 막
1:41; 눅 7:13).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 그를 불쌍히 여겨, 눅 10:33. 서로
동정하라, 벧전 3:8.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자녀들에 대한 긍휼로 충만
하심, 모사 15:9. 나의 심정은 너희에
대한 측은함으로 가득하도다, 3니
17:6. 조셉 스미스가 주의 긍휼을 간
구함, 교성 121:3~5.

기(旗, ENSIGN)

경전에서, 사람들이 동일한 목적 또
는 정체성으로 하나가 되어 주위로
모이게 되는 깃발 또는 군기. 고대 시
대에 기는 전쟁터에서 병사들을 위
한 집결 지점의 역할을 하였다. 몰몬
경과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지상의
모든 나라에게 상징적인 기가 된다.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사 5:26(니후 15:26). 이새의 뿌
리가 기치로 설 것이요, 사 11:10(니
후 21:10; 교성 113:6). 평화의 기를
들어 올리고, 교성 105:39.

기도(祈禱, PRAYER). 또한 구하다;
깊이 생각하다; 아멘; 예배 참조

사람이 감사를 드리고 축복을 구하
는 가운데 나누는 하나님과의 경건
한 대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름으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드리
는 것이다. 기도는 소리 내어 말하거
나 말없이 할 수 있다. 사람의 생각

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그것도 기
도가 될 수 있다. 의로운 자의 노래
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
다(교성 25:12).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바
꾸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및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미
기꺼이 허락하고자 하지만, 얻기 위
해서 우리가 구해야만 하는 축복들
을 받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
버지에게 기도한다(요 14:13~14;
16:23~24). 우리의 원하는 바가 그리
스도의 원하는 바가 될 때 우리는 진
정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요 15:7; 교성 46:30). 그러고
나서 우리는 옳은 것을 위해 간구하
고 또 나아가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
이가능하게된다(3니18:20).어떤기
도들은 응답되지 않는데 이는 그것들
이 그리스도의 바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사람의 이기심에서
나오기 때문이다(약 4:3; 교성 46:9).
참으로 우리가 의롭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 구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정죄로돌아올것이다(교성88:65).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 4:26. 제단의 자
리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 13:4.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을 위한 아내를 찾음에 있어 도
움을 간구함, 창 24:10~19. 나는 너희
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
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삼상 12:23. 여호와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잠 15:29.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
라, 렘 29:12~13. 너희를 박해하는 자
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 5:44(눅 6:28;
3니 12:44).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
버지께 기도하라, 마 6:5~8(3니
13:5~8).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
도하라, 마 6:9~13(눅 11:2; 3니
13:9).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
실 것이요, 마 7:7(3니 14:7; 교성 4:7;
6:5; 66:9). 예수께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마 14:23. 시험
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
26:41(막 14:38; 3니 18:15~18; 교성
31:12).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도 의심하지 말라, 약 1:5~6(교성
42:68; 46:7). 의인의 간절한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약 5:16. 사
람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는 영에게
귀 기울이라, 니후 32:8~9. 내가 간절
한 기도로 그에게 부르짖었나니, 이
노 1:4. 내가 여러 날을 금식하고 기
도하며, 앨 5:45~46(앨 26:22). 그들
은 많은 기도와 금식에 힘썼었고, 앨
17:3. 너희는 지노스가 기도 곧 예배
에 관하여 말한 것을 기억하느냐? 앨
33:3. 스스로 겸손하고, 쉬지 말고 기
도하라, 앨 34:18~27. 너의 행하는 모
든 일을 주와 의논하라, 앨 37:37. 너
희는 항상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
도하여야 하느니라, 3니 18:19~20.
너희 가족 안에서 기도하라, 3니
18:21.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셨
음, 3니 19:31~34(요 17; 3니 18:16).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의 마음으로는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게 하셨느니
라, 3니 20:1. 만일 사람이 기도하되
마음의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
하지 아니할진대, 그것이 그에게 아
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나니, 모로
7:6~9. 네가 마땅히 구해서는 아니될
것을 구하지 말라, 교성 8:10. 항상
기도하라, 그리하여 네가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라, 교성 10:5. 네게
명하노니, 너는 기도하라. 마음으로
할 뿐만 아니라 소리를 내어서도 하
라, 교성 19:28. 영은 신앙의 기도로
써 너희에게 주어지리니, 교성
42:14. 기도의 집에 가서 네 성찬을
바칠지어다, 교성 59:9(마 21:13). 부
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야 하느니라, 교성 68:28.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기를
더디하시느니라, 교성 101:7~8(모사
21:15).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가 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네게 주리라, 교
성 112:10. 아담이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라는 명을 받음, 모세
5:8.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조셉 스
미스의 기도에 응답하여 그에게 나
타나심, 조역 1:11~20.

기드온(GIDEON)(구약전서)

미디안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을 구하
였던 지도자(삿 6:11~40; 7~8).

기드온(GIDEON)(몰몬경)

충실한 니파이인 지도자.
강한 자요 노아 왕의 적이라, 모사
19:4~8. 림하이 왕에게 조언함, 모사
20:17~22. 레이맨인들의 속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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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할 계획을 제의함, 모사 22:3~9.
니허가 그를 죽임, 앨 1:8~10.

기름(OIL). 또한 감람나무; 기름
붓다; 병자축복 참조

경전에서 기름이 언급될 때는 대체
로 감람유를 의미한다. 구약 시대로
부터, 감람유는 성전 및 성막 의례,
기름 부음, 등잔불, 그리고 음식을 위
해 사용되어 왔다. 감람유는 때때로
순수함과 성령 및 그 영향을 상징한
다(삼상 10:1, 6; 16:13; 사 61:1~3).
제사장이 오른쪽 귓부리에 기름을
바를 것이며, 레 14:28~29. 여호와께
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삼상 15:1. 과부의 기름 그릇이 비지
않게 됨, 왕상 17:10~16. 여호와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시
23:5. 그들이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바름, 막 6:13.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
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약
5:13~15. 너희 등잔을 손질하여 타고
있게 하며 기름이 있게 하라, 교성
33:17(마 25:1~13).

기름 부음을 받은 자(者)

(ANOINTED ONE). 또한
메시야; 예수 그리스도 참조

예수는 그리스도(그리스어) 또는 메
시야(아람어)라 불린다. 두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그는 인류의 구원과 관계되는 모든
것에서 아버지의 개인적인 대표자가
되는 아버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
람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사
61:1~3. 그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눅
4:16~22.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에 의
해 기름 부음을 받았음, 행 4:27. 하
나님이 나사렛 예수께 기름붓듯 하
셨으매, 행 10:38.

기름 붓다(ANOINT). 또한 기름;
병자 축복 참조

고대에 주의 선지자들은 아론 또는
제사장 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과 같이 특별한 의무를 수행하게
될 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행하였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기름 부음은
성별된 기름 한두 방울을 특별한 축
복의 일부로서 사람의 머리에 떨어
뜨린다. 이것은 오직 멜기세덱 신권
의 권세와 권능 아래에서만 행할 수
있다. 기름 부음 후에는 그 동일한
신권의 권세로써 다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인봉하고 특별한 축복을 줄 수 있다.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그
들이 내게 행하게 할지어다, 출
28:41(레 8:6~12, 30). 그들에게 기름
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
를 삼으라, 삼상 9:16; 10:1.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고 병자를 축복할지니
라, 약 5:14~15(교성 42:44).

기쁨(JOY). 또한 순종, 순종하는,
순종하다 참조

의로운 생활에서 오는 커다란 행복
의 상태. 필멸의 생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갖도록 하는 것이



다(니후 2:22~25). 충만한 기쁨은 오
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다(요
15:11; 교성 93:33~34; 101:36).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 29:19(니후
27:30).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눅 2:10. 너희 기
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요
16: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갈 5:22. 그것의 열매
는 나의 영혼을 심히 큰 기쁨으로 가
득 채워 주는지라, 니전 8:12.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
니후 2:25. 의로운 자들의 기쁨이 영
원토록 충만하리라, 니후 9:18. 그들
이 하나님과 함께 결코 끝이 없는 행
복한 상태에 거하게 되리라, 모사
2:41. 이 큰 기쁨을 받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겠노라, 앨
22:15. 혹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얼마간의 영혼을 회개로 인도
하는 것이라, 또 이는 내 기쁨이니
라, 앨 29:9.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기이한 빛을 내가 보았던고! 앨
36:20. 나의 영은 네 영혼을 기쁨으
로 채워 주리라, 교성 11:13. 나의 아
버지의 왕국에서 그와 함께 누리게
될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교성 18:15~16. 이 세상에서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지 아니하나, 내 안에
서 너희 기쁨이 충만함이니라, 교성
101:36. 이 생에서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모세 5:10~11.

기억(記憶)의 책(BOOK OF

REMEMBRANCE). 또한 계보;

생명의 책 참조
아담에 의해 시작된 책으로 그의 후
손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그
시대 이후로 선지자들과 충실한 회
원들에 의해 보관되어 온 유사한 기
록들. 아담과 그의 자녀들은 영감의
영에 의해 기록한 기억의 책과, 계보
가 실려 있는 세대들의 책을 보존하
였다(모세 6:5, 8). 그러한 기록은 우
리의 마지막 심판을 결정할 때 한 부
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기념 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
3:16~18(3니 24:13~18). 기억의 책
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모두 그
날에 아무 기업도 찾지 못할 것임,
교성 85:9. 죽은 자들은 자기 행위에
관한 기록이 실려 있는 책에 의하여
심판을 받았음, 교성 128:7. 우리의
죽은 자의 기록이 실려 있는 책을 바
치자, 교성 128:24. 기억의 책이 기록
되었으니, 모세 6:5~8. 우리는 기억
의 책을 가지고 있음, 모세 6:46. 아
브라함은 그의 후손을 위하여 기록
하였음, 아브 1:31.

기적(奇蹟, MIRACLE). 또한 신앙;
표적 참조

하나님의 권능에 의하여 일어난 비
범한 일.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
업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기적에는
병고침, 죽은 자를 생명으로 회복시
키는 일, 그리고 부활이 포함된다.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
부이다. 기적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
해서는 신앙이 필요하다(막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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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 9:10~20; 이더 12:12).
바로가 이르기를 이적을 보이라, 출
7:9.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
느니라, 막 9:39. 가나는 예수께서 그
의 첫 기적을 행하신 장소, 요 2:11.
나는 기적의 하나님이니, 니후
27:23. 하나님의 권능이 기적을 이
룸, 앨 23:6. 그리스도께서 미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큰 신앙을 가지고 있
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다 큰 기적
을 보일 수 있었다, 3니 19:35. 하나
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셨느니라, 몰 9:15. 주께서 너
희에게 명할 때 이외에는 기적을 요
구하지 말라, 교성 24:13~14. 어떤
이들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주어지며, 교성 46:21(모로 10:12).

길(WAY). 또한 걷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예수 그리스도 참조

사람이 따라가는 진로 또는 행로. 예
수는 자신이 길이라고 말하였다(요
14:4~6).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
라가라, 신 8:6. 마땅히 행할 길을 아
이에게 가르치라, 잠 22:6(니후 4:5).
여호와께서 그의 길은 우리의 길보
다 높다고 말씀하심, 사 55:8~9. 생
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
착함, 마 7:13~14(3니 14:13~14; 3니
27:33; 교성 132:22, 25). 하나님께서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심, 고전 10:13. 주께서 그의 자녀
들이 지킬 길을 예비하시지 아니하

고는 아무 명령도 주지 않으심, 니전
3:7(니전 9:6; 17:3, 13). 그 문으로 말
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무 다른 길이
없나니, 니후 9:41. 너희는 자유로와
너희 스스로 행할 수 있음을－영원
한 죽음의 길이나 영생의 길을 택할
수 있음, 니후 10:23. 이것이 길이니,
길이나 이름이 달리 없음, 니후
31:21(모사 3:17; 앨 38:9; 힐 5:9). 그
의 아들의 은사로써 하나님은 더욱
좋은 길을 예비하셨고, 이더 12:11
(고전 12:31).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
의 길로 걷나니, 교성 1:16. 이는 반
드시 내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야만 함, 교성 104:16.

길르앗의 유향(乳香)(BALM OF

GILEAD)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사용된 방향
성 고무 물질 또는 향료(창 43:11; 렘
8:22; 46:11; 51:8). 구약 시대에 유향
을 만드는 재료인 수지를 생산하는
관목이 길르앗에 풍부하여서 유향이

“길르앗의 유향”으로 알려지게 되었
다(창 37:25; 겔 27:17).

깊이 생각하다(PONDER). 또한
계시; 기도 참조

종종 경전에 관해서 또는 하나님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 숙고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깊이 생
각하는 것은 기도와 결합될 때 계시
와 이해를 가져올 수가 있다.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
어 생각하니라, 눅 2:19.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며 앉아 있었을 때, 나는



붙들리어, 니전 11:1. 나의 마음이 경
전을 깊이 생각하며, 니후 4:15. 니파
이는 주께서 보여 주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 길을 가니라, 힐
10:2~3. 너희 집으로 가서 내가 말한
것을 깊이 생각하라, 3니 17:3. 주께
서 얼마나 자비로우셨던가를 기억하
고 그것을 너희 마음에 깊이 생각하
라, 모로 10:3. 네가 받은 것에 대하
여 깊이 생각하라, 교성 30:3. 우리가
이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동안
에, 주께서 우리의 이해의 눈을 만지
시니, 교성 76:19. 나는 내 방에 앉아
경전을 상고하며, 교성 138:1~11. 나
는 이 구절을 묵상하기를 거듭하였
다, 조역 1:12.

꿈(DREAM). 또한 계시 참조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지상에 있는
남자와 여자에게 나타내는 한 방법.
모든 꿈이 계시는 아니지만 영감받
은 꿈은 신앙의 열매이다.
그가 꿈을 꾸어 하늘에 닿아 있는 사
다리를 봄, 창 28:12. 요셉이 꿈을 꾸
고, 창 37:5. 여호와가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민 12:6. 느부갓
네살이 꿈을 꾸고, 단 2:1~3. 늙은이
는 꿈을 꾸며, 욜 2:28(행 2:17).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마 1:20(마 2:19).
리하이가 꿈에서 본 것을 많이 기록
하였음, 니전 1:16. 리하이가 꿈을
꿈, 니전 8.

나다나엘(NATHANAEL). 또한
바돌로매 참조

신약전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도

이며 또 빌립의 친구(요 1:45~51). 그
는 갈릴리 가나 출신이다(요 21:2).
그리스도는 나다나엘이 간사함이 없
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요 1:47). 그와 바돌로매는 일반적
으로 동일인으로 여겨지고 있다(마
10:3; 막 3:18; 눅 6:14; 요 1:43~45).

나단(NATHAN). 또한 다윗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다윗 왕 시대의
선지자. 다윗이 주를 위해 성전을 짓
겠다고 하였을 때, 주는 나단에게 다
윗이 성전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그
에게 말하도록 지시하셨다. 나단은
또한 다윗의 전사들 가운데 하나인
우리야의 사망을 사주한 것, 그리고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에
대해 그를 책망하였다(삼하 12:1~15;
교성 132:38~39). 나단과 함께 사독
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기
름 부었다(왕상 1:38~39, 45).

나병(癩病, LEPROSY)

구약전서 및 신약전서에서 종종 언
급되는 전염성 질병. 성경에서 모세
(출 4:6~7)와 그의 누이 미리암(민
12:10), 나아만(왕하 5), 그리고 웃시
야 왕(대하 26:19~21)을 비롯하여 많
은 유명한 사람들이 때때로 이 병으
로 고통을 받았다.
예수께서 여러 사람의 나병을 치료
하심, 마 8:2~4(막 1:40~45; 눅
5:12~15; 3니 17:7~9). 예수께서 열
명의 나병환자를 치료하심, 눅
17:11~19.

나부(NAUVOO), 일리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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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나아오다

(ILLINOIS) 주(州)(미국)

1839년에 후기 성도들이 일리노이
주에 세운 도시. 그것은 센트루이스
에서 강 상류쪽으로 약 삼백이십 킬
로미터 떨어진 미시시피 강에 위치
하고 있다.

미주리 주에서의 박해 때문에 성
도들은 미시시피 강을 건너서 북동
쪽으로 약 삼백이십 킬로미터를 이
동하여 일리노이 주로 갔고 그 곳이
좀더 유리한 상황임을 알게 되었다.
마침내 성도들은 커머스라는 미개발
된 도시 근처에 땅을 매입하였다. 이
땅은 몇 채의 초라한 건물만이 있는
사실상 늪지였다. 성도들은 그 땅에
서 물을 빼내고 집을 세웠다. 조셉
스미스는 그의 가족을 조그만 통나
무 집으로 옮겼다. 커머스라는 도시
이름은“아름다운”이라는 히브리어
말을 따라 나부로 바뀌었다.

교리와 성약의 몇 편이 나부에서
기록되었다(교성124~129, 132, 135).
성도들은 나부에 성전을 지으라는 말
씀을 들었다(교성 124:26~27). 그들
은1846년에그들의집에서쫓겨나기
전에 성전을 지었으며 또 시온의 스
테이크를 조직하였다. 이 박해의 결
과로 성도들은 그 지역을 떠나서 서
부로향하였다.

나사렛(NAZARETH). 또한 예수
그리스도 참조

갈리리 호수의 서쪽 언덕에 있는 마
을. 나사렛은 예수의 초기 거주지였
다(마 2:23). 예수는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가르쳤으며, 그가 이사야

61:1~2에 있는 예언을 성취하였다고
선언하였다(마 13:54~58; 막 6:1~6;
눅 4:16~30).

나사로(LAZARUS). 또한 마르다;
마리아, 베다니의 참조

신약전서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의 오라버니. 예수는 그를 죽은 자로
부터 일으켰다(요 11:1~44; 12:1~2,
9~11). 이 사람은 예수가 가르쳤던
비유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다르
다(눅 16:19~31).

나아만(NAAMAN). 또한 엘리사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그는 또한 나병 환자였다. 이
스라엘인 소녀의 신앙으로 인해 그
는 선지자 엘리사를 보기 위해 이스
라엘로 갔다. 그는 스스로를 겸손하
게 하고 또 선지자 엘리사가 가르친
대로 요단 강에서 물에 몸을 일곱 번
담금으로써 나병을 치료하였다(왕
하 5:1~19; 눅 4:27).

나아오다(COME). 또한 순종.
순종하는, 순종하다; 제자 참조

“그리스도에게 나아와 그 안에서 온
전하게 되라”(모로 10:32)는 경전의
문구와같이, 따르거나순종하여서어
떤사람에게가까이다가가는것.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오
라, 사 55:3. 수고하는 자들아 다 내게
로 오라, 마 11:28.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마 19:14. 아무
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
인하고, 눅 9:23.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요 6:35. 그리
스도께서 모두에게 자기에게 나아오
라고 권하시며, 니후 26:33. 내게로
와서 구원을 받으라, 3니 12:20. 그리
스도에게로 나아오라, 모로 10:32. 모
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
록 권유해야 하느니라, 교성 20:59.
너희가 내게로 나아와 너희 영혼이
살게될것이요, 교성 45:46.

나오미(NAOMI). 또한 룻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의로운 여인이며
엘리멜렉의 아내(룻 1~4). 엘리멜렉
과 나오미는 기근을 피하기 위해 가
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다. 엘리멜
렉과 그녀의 두 아들이 죽은 후에,
나오미는 그녀의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나훔(NAHUM)

주전 642년에서 606년 사이에 그의
예언을 기록한 갈릴리 출신의 구약
전서의 선지자.
나훔서: 1장은 재림시에 지구의 불탐
과 주의 자비와 권능에 관해 말하고
있다. 2장은 마지막 날에 임할 일의
전조인 니느웨의 멸망에 관해 말하
고 있다. 3장은 니느웨의 참담한 멸
망을 계속해서 예고하고 있다.

낙원(樂園, PARADISE). 또한 하늘
참조

이 생을 떠난 의로운 영들이 육체의
부활을기다리고있는영의세계의일
부. 그것은행복과평화의상태이다.
낙원은 또한 경전에서 영의 세계(눅

23:43), 해의 왕국(고후 12:4), 그리
고 지구의 영광스러운 복천년의 상
태(신개 1:10)를 의미하기 위해 사용
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
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 2:7. 하나님의 낙원
이 의인들의 영을 반드시 내어놓겠
고, 니후 9:13. 의로운 자들의 영은
낙원이라 일컫는 행복의 상태로 영
접되어, 앨 40:11~12. 세 사람을 제
외하고는 예수의 제자들이 모두 하
나님의 낙원으로 갔고, 4니 1:14. 내
가 곧 하나님의 낙원으로 가서 쉬리
로다, 모로 10:34. 그리스도께서 낙
원에서 의로운 영들에게 성역을 베
푸심, 교성 138.

남편(HUSBAND). 가족; 결혼,
결혼하다 참조

납달리(NAPHTALI). 또한 야곱,
이삭의 아들; 이스라엘 참조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서 다섯째
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둘째 아들
(창 30:7~8). 납달리는 아들 넷을 두
었다(대상 7:13).
납달리 지파: 납달리에 관한 야곱의
축복이 창세기 49:21에 기록되어 있
다. 그 지파에 관한 모세의 축복은
신명기 33:23에 기록되어 있다.

낳은(BEGOTTEN). 또한 거듭난,
하나님에게서 난; 그리스도의
자녀;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참조

태어나다. 낳는다는 것은 출산하거

46나오미



47 노아, 지니프의 아들

나, 자식을 보거나, 또는 생명이 있
게 하는 것이다. 경전에서는 이러한
단어들이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 종종 사용된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필멸의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난 유일한 자
녀이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를
받아들이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며,
성신의 권능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
이 됨으로써 영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서 날 수 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 2:7(행
13:33; 히 1:5~6; 5:5). 그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임, 요
1:14(니후 25:12; 앨 12:33~34; 교성
76:23).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
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
3:16(교성 20:21). 그리스도가 영적
으로 그의 백성을 낳으셨음이라, 모
사 5:7. 주를 통하여 태어난 자는 장
자의 교회니라, 교성 93:22.

노래하다(SING). 또한 음악; 찬송가
참조

노래와 음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여호와께 노래하며, 대상 16:23~36
(시 96).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
라, 시 30:4.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시 100:1. 그들이 찬미
하고 감람 산으로 나아가니라, 마
26:30. 성신이 그들을 인도하여 노래
하게 함, 모로 6:9. 의인의 노래는 내
게 기도가 되나니, 교성 25:12. 만일
네가 즐거우면, 노래로 주를 찬양하

라, 교성 136:28.

노아(NOAH), 성경(聖經)의

족장(族長)(BIBLE

PATRIARCH). 또한 가브리엘;
무지개; 방주; 홍수, 노아 시대의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라멕의 아들이며
아담으로부터 열 번째 족장(창
5:29~32). 그는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
하였으며 또 사악한 세대에게 회개를
전파하였다.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거부하자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을 멸
망시키기 위해 지구를 홍수로 뒤덮었
을 때 그의 가족과 모든 동물들이 거
주할 방주를 짓도록 그에게 명령했다
(창6:13~22; 모세8:16~30).선지자조
셉 스미스는 노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며 또 구원의 열쇠를 지님에 있어서
아담다음에위치한다고가르쳤다.
그와 그의 아들 야벳, 셈과 함, 그리
고 그들의 아내들이 하나님의 명령
에 따라 한 방주를 지었을 때 구원을
받음, 창 6~8(히 11:7; 벧전 3:20). 주
께서 그가 에녹과 맺으신 성약을 노
아와 새롭게 하심, 창 9:1~17(모세
7:49~52; 조성, 창 9:15, 21~25). 노
아는 십 세 때 므두셀라에 의하여 신
권에 성임되었음, 교성 107:52. 사람
들이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였으
나, 주의 권능이 그를 구하였음, 모
세 8:18. 그는 의의 설교자가 되었으
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
음, 모세 8:19, 23~24(벧후 2:5).

노아(NOAH), 지니프의 아들(SON



OF ZENIFF)

몰몬경에 나오는 사악한 왕. 그는 니
파이의 땅에서 니파이인 한 무리를
다스렸다.
노아가 많은 죄를 범함, 모사 11:
1~15. 그가 선지자 아빈아다이를 죽
일 것을 명령함, 모사 13:1(모사
17:1, 5~20). 노아가 불에 타서 죽음,
모사 19:20.

놋뱀(BRAZEN SERPENT). 또한
모세; 예수 그리스도 참조

광야에서 불뱀(독사)에게 물린 이스
라엘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
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놋으로 만든
뱀(민 21:8~9). 이 놋뱀은 장대에 달
려서“들려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
다 살게”(앨 33:19~22)하였다. 주는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을 십자
가에 들어올려진 자신의 상징으로
언급하셨다(요 3:14~15). 후일의 계
시는 불뱀의 기사와 사람들이 어떻
게 나았는지를 확인하여 주고 있다
(니전17:41; 니후25:20; 힐8:14~15).

놋쇠판(板)(BRASS PLATES). 또한
판 참조

태초부터 주전 600년에 이르기까지
의 유대인의 기록으로서 선지자들의
많은 글이 실려 있다(니전 5:10~16).
이 기록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인 라반이 보관
하고 있었다. 리하이와 그의 가족이
광야에 있는 동안 리하이가 그의 아
들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 이 기록
을 얻으려 하였다(니전 3~4). (더 많

은 정보는 몰몬경에 실려 있는“몰몬
경에 대한 간단한 해설”참조.)

누가(LUKE). 또한 복음서; 사도행전
참조

신약전서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이자 바울의 선교 동반자. 그는
그리스인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며 의
사였다(골 4:14). 누가는 교육을 잘
받은 이였다. 그는 드로아에서 바울
과 합류하였을 때 자신을 사도 바울
의 동반자로 밝히고 있다(행 16:
10~11). 누가는 또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마지막 여행에서 바울
과 함께 빌립보에 있었으며(행 20:6),
그 두 사람은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함께 있었다. 누가는 또한 바울의 두
번째 로마 투옥 기간에도 함께 있었
다(딤후 4:11). 구전에 따르면 그는
순교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누가복음: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현세에서의 성역에 관해 쓴 기
사.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연장이
다. 누가는 예수의 성역에 관해 잘
기록된 기사를 남겼으며, 예수를 유
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구주로 제시
하였다. 그는 예수의 가르침과 그의
행함에 대해 많은 것을 기록하였다.
유일하게 누가복음에서만 우리는 가
브리엘이 사가랴와 마리아를 방문한
기사(눅 1); 목자들의 아기 예수의
방문 기사(눅 2:8~18); 열두 살 때 성
전에서의 예수(눅 2:41~52); 임무를
받고 파송된 칠십인(눅 10:1~24); 피
를 땀처럼 흘리는 예수(눅 22:44); 십
자가 위에서의 도둑과의 대화(눅

48놋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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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9~43); 그리고 부활 후에 예수가
생선과 꿀을 든 기사를 읽을 수 있다
(눅 24:42~43).
장별 개요에 대해서는“복음서”
참조.

눈(EYE, EYES)

경전에서 눈은 종종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능력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상징적으로 사람
의 눈은 또한 영적인 상황과 하나님
의 것에 대한 이해를 보여 준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시 19:8. 어리석은 사
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렘
5:21(막 8:18). 눈은 몸의 등불이니,
마 6:22(눅 11:34; 3니 13:22; 교성
88:67).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도
다, 마 13:16. 너희 마음의 눈이 밝혀
질 것임, 엡 1:17~18. 자기 스스로의
눈에 현명한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니후 15:21(사 5:21). 그들이 금식하
며 백성들의 눈이 떠지기를 기도하
기 시작하였더라, 모사 27:22. 사탄
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3니 2:2.
하나님의 영광을 전념하여 구하는
자가 아니면 아무도 몰몬경을 드러
낼 능력을 가질 수 없음, 몰 8:15. 영
의 권능으로써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이해력이 깨우침을 받아, 교
성 76:12. 빛은 너희 눈을 밝혀주는
이를 통하여 오나니, 교성 88:11. 만
일 너희 눈이 나의 영광만을 전념하
여 구하면, 너희 온몸은 빛으로 충만
하게 될 것이요, 교성 88:67.

느끼다(FEEL). 또한 성신 참조
영의 속삭임을 감지하는 것.
당신들이 감각이 없어 그의 말씀을
감지할수없었나이다, 니전 17:45. 이
부푸는 움직임을 너희가 느낄 때에,
너희가 이것은 좋은 씨앗이라고 말하
기 시작할 것임, 앨 32:28. 그것이 옳
은 줄 느끼게 되리라, 교성 9:8. 주의
집에 들어올 모든 백성이 당신의 권
능을느끼게하옵시고, 교성109:13.

느부갓네살

(NEBUCHADNEZZAR). 또한
다니엘; 바벨, 바벨론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유다를 정복하
고(왕하 24:1~4) 예루살렘을 함락시
켰던(왕하 24:10~11) 바벨론의 왕
(주전 604~561년). 선지자 리하이는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왕과 그 백
성을 끌고 갈 때(왕하 25:1, 8~16,
20~22)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감을
피하기 위해 주전 600년 경 예루살
렘에서 피신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니전 1:4~13).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의 꿈들을 해석하였다(단 2; 4).

느헤미야(NEHEMIAH)

구약전서에 나오는, 바벨론 아닥사
스다의 궁전에서 술 관원의 직을 가
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귀족이다(레
위인이거나 유다 지파에 속하였을
것임). 그는 아닥사스다왕에게서 예
루살렘의 성벽 재건축을 승인하는
재가를 받았다.
느헤미야서: 이 책은 에스라서의 연
속이다. 그것은 바벨론 포로상태에



서의 유대인의 귀환 후에 예루살렘
에서의 일의 진척과 어려움의 기사
를 담고 있다. 1~7장은 느헤미야의
첫 예루살렘 방문, 그리고 큰 반대를
무릅쓴 성벽의 재건축에 관해 이야
기하고 있다. 8~10장은 느헤미야가
이룩하려고 했던 종교적 및 사회적
개혁을 기술하고 있다. 11~13장은
합당한 사람들의 이름의 목록이 있
으며, 또 벽의 헌납 기사가 실려 있
다. 13장의 4~31절은 느헤미야가 십
이 년 동안 떠나 있다가 예루살렘을
두 번째로 방문한 기록이다.

니고데모(NICODEMUS). 또한
바리새인 참조

신약전서에 나오는(아마도 산헤드
린에 속한) 의로운 유대인 관원이며
바리새인(요 3:1).
그가 밤에 예수께 말함, 요 3:1~21.
그가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옹
호함, 요 7:50~53. 그가 향료를 예수
의 무덤으로 가져옴, 요 19:39~40.

니느웨(NINEVEH). 또한 앗수르;
요나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앗수르의 수도
이며 티그리스 강의 동편 둑에 있는
이백 년이 넘는 동안의 큰 상업 중심
지. 이 도시는 주전 606년 앗수르 제
국이 몰락할 때에 멸망되었다.
앗수르 왕 산헤립이 니느웨에 살았
음, 왕하 19:36. 요나가 그 성에서 회
개 를 외 치 도 록 보 내 어 짐 , 욘
1:1~2(요 3:1~4). 니느웨의 사람들이
회개함, 욘 3:5~10. 그리스도께서 유

대인들 앞에서 회개의 본보기로 니
느웨를 사용하심, 마 12:41.

니파이, 니파이의 아들(SON OF

NEPHI), 힐라맨의 아들(SON

OF HELAMAN). 또한 니파이,
힐라맨의 아들; 제자 참조

몰몬경에 나오는 부활한 예수 그리
스도에 의해 택함 받은 열두 명의 니
파이인 제자 가운데 한 사람(3니
1:2~3; 19:4). 이 선지자는 그의 백성
을 위하여 힘있게 기도하였다. 니파
이는 주의 음성을 들었다(3니
1:11~14). 니파이는 또한 천사의 방
문을 받았으며, 악마를 내쫓고, 죽은
자로부터 그의 형제를 일으켰으며,
믿지 않을 수 없는 증언을 하였다(3
니 7:15~19; 19:4). 니파이는 경전을
계속해서 기록하였다(3니 1:2~3).
제3니파이: 니파이의 아들인 니파이
에 의해 기록된 몰몬경의 책. 1~10장
은 주의 오심에 관한 예언들의 성취
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도의 탄생
의 표적이 주어졌다; 백성들이 회개
하였으나 그 뒤 사악함으로 되돌아
갔다. 마침내 폭퐁, 지진, 격렬한 폭
풍 그리고 큰 멸망은 그리스도의 사
망의 신호였다. 11~28장은 그리스도
가 미 대륙에 왔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 제3니파이의 핵심 부분이다.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많은 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의 설교들과 비슷
하다(예를 들면, 마 5~7과 3니
12~14). 29~30장은 후일의 나라들
에 주는 몰몬의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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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니파이: 이 책은 단 한장으로 되
어 있고 그 안에 49개의 절이 있으
나, 니파이인의 역사에서 거의 삼백
년을 다루고 있다(주후 34~321년).
니파이를 포함하여 여러 세대의 기
록자들이 그 기록에 기여하였다.
1~19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방
문 이후에 모든 니파이인과 레이맨
인이 복음으로 마음을 돌이켰음을
말하고 있다. 평화, 사랑, 그리고 조
화가 지배하였다. 그리스도께서 그
의 재림 때까지 지상에 남아있도록
허락하신 니파이인 세 제자가(3니
28:4~9)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풀었
다. 니파이는 그 기록을 그의 아들
아모스에게 남겼다. 19~47절은 아모
스의 성역(84년간)의 기록이며 또
그의 아들 아모스(112년간)의 기록
이다. 주후 201년에 교만이 백성들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였으
며, 그들은 스스로 여러 계급으로 분
열되어서 이익을 얻기 위해 그릇된
교회를 시작하였다(4니 1:24~34).
제4니파이의 마지막 구절은 백성들
이 다시 사악함으로 돌아갔음을 보
여주고 있다(4니 1:35~49). 주후 305
년에 아모스의 아들인 아모스가 죽
고 또 그의 형제 앰마론이 안전한 보
관을 위해 모든 거룩한 기록들을 숨
겼다. 앰마론은 훗날 그 기록들을 몰
몬에게 위탁하였으며, 그는 자신의
생애의 많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그
것들을 요약하였다(몰 1:2~4).

니파이(NEPHI), 리하이의

아들(SON OF LEHI). 또한

니파이인; 리하이, 니파이의
아버지 참조

몰몬경에 나오는 리하이와 새라이아
의 의로운 아들(니전 1:1~4; 2:5). 니
파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며(니전 3:7)
위대한 선지자, 기록 보존자, 그리고
그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다.
순종하며 신앙으로 기도함, 니전
2:16. 놋쇠판을 얻기 위해 예루살렘
으로 돌아감, 니전 3~4. 이스마엘 가
족을 광야로 데려오기 위해 예루살
렘으로 돌아감, 니전 7. 리하이가 받
았던 것과 같은 시현을 받음, 니전
10:17~22; 11. 시현에서 자기 백성의
미래와 복음의 회복을 봄, 니전
12~13. 생명나무의 시현을 해석함,
니전 15:21~36. 자신의 활을 부러뜨
렸으나 신앙을 통해 양식을 얻을 수
있었음, 니전 16:18~32. 배를 짓고
약속의 땅으로 여행함, 니전 17~18.
니파이인과 레이맨인이 분리됨. 니
후 5. 마지막 간증을 함, 니후 33.
니파이전서: 1장에서 18:8까지는 주
로 예루살렘을 떠난 선지자 리하이
와 그의 가족을 다루고 있다. 그들은
바다에 이를 때까지 황량한 사막을
여행하였다. 니파이전서 18:9~23은
레이맨과 레뮤엘의 반항에도 불구하
고, 주의 지시에 따라 약속의 땅으로
항해한 것을 기술하고 있다. 19~22
장은 모든 사람이 주 곧 그들의 구속
주를 기억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니
파이의 기록의 목적을 말해 준다(니
전 6:1~6; 19:18). 그는 이사야서를



인용하여(니전 20~21),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와 구
속주로 알게 되리라는 소망을 갖고
이사야의 메시지를 해석하였다(니
전 22:12).
니파이후서: 1~4장은 리하이가 그의
사망 전에 그의 아들들과 후손에게
준 축복들을 포함하여 그의 마지막
가르침과 예언의 일부를 담고 있다.
5장은 니파이인이 스스로 레이맨인
에게서 떨어져 나온 이유를 설명하
고 있다. 니파이인은 성전을 짓고,
모세의 율법을 가르쳤으며 또 기록
을 보관하였다. 6~10장은 니파이의
동생인 야곱의 말씀이 실려 있다. 야
곱은 유다의 역사를 살펴보고 메시
야에 관해 예언을 하였으며 그것의
일부는 선지자 이사야의 기록에서
취하였다. 11~33장에서 니파이는 그
리스도에 대한 그의 간증, 야곱의 간
증, 마지막 날에 관한 예언들, 그리
고 구약전서에 나오는 이사야서에서
몇 장을 기록하였다.
니파이의판:판 참조

니파이(NEPHI), 힐라맨의

아들(SON OF HELAMAN).
또한 리하이, 니파이인 선교사;
힐라맨, 힐라맨의 아들 참조

몰몬경에 나오는 위대한 니파이인
선지자이며 선교사.
힐라맨의 장자임, 힐 3:21. 대판사로
지명됨, 힐 3:37. 그와 그 형제 리하
이가 많은 레이맨인을 복음으로 돌
이키게 함, 힐 5:18~19. 불에 둘러싸

이고 감옥에서 풀려남, 힐 5:20~52.
자신의 정원 망대에서 기도함, 힐
7:6~10. 대판사의 살인자를 밝힘, 힐
8:25~28; 9:1~38. 주에 의해 큰 권능
이 주어짐, 힐 10:3~11. 주께 기근과
그 기근의 끝을 위해 간구함, 힐
11:3~18.

니파이인(NEPHITES). 또한 니파이,
리하이의 아들; 레이맨인; 몰몬경
참조

몰몬경에 나오는 한 무리의 사람들
로, 그들 가운데 많은 자가 리하이의
아들인 선지자 니파이의 후손이었
다. 그들은 레이맨인에게서 떨어져
나왔으며 일반적으로 레이맨인들보
다 더 의로웠다. 하지만 그들은 결과
적으로 사악함 때문에 레이맨인에
의해 멸망되었다.
니파이인들이 레이맨인들에게서 떨
어져 나옴, 니후 5:5~17. 레이맨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니파이인이었음,
야곱 1:13. 니파이인은 더 나은 대의
로 고무되었으니, 앨 43:6~9, 45. 니
파이인에게 모로나이의 때보다 더
행복한 때가 결코 없었더라, 앨
50:23. 니파이인이 의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보존됨, 앨 62:40. 니파이
인이 점차 믿지 않음에 빠지며, 힐
6:34~35. 예수께서 니파이인을 가르
치시고 그들 가운데서 성역을 베푸
심, 3니 11:1~28:12. 모든 사람이 주
께로 돌이키고 모든 것을 공유하였
나니, 4니 1:2~3. 다툼이 없고, 하나
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거하
여, 그들은 가장 행복한 백성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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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니 1:15~16. 니파이인이 교만하고
허황되어졌더라, 4니 1:43. 온 지면
에 피와 대살육이 퍼졌으니, 몰 2:8.
니파이인의 간악함이 커지고 몰몬이
그들을 인도하기를 거절함, 몰
3:9~11. 스물 넷을 제외하고는 모든
니파이인이 죽임을 당하였음, 몰
6:7~15. 그리스도를 부인하려 아니
하는 모든 니파이인을 죽임이라, 모
로 1:2. 니파이인은 그들의 죄악과
간악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되었음,
교성 3:18. 두렵건데 너희가 니파이
인 같이 되지 않도록 교만을 조심하
라, 교성 38:39.

니파이인 제자(弟子)들(NEPHITE

DISCIPLES). 세 니파이인
제자들 참조

니허(NEHOR). 또한 사제술;
적그리스도 참조

몰몬경에 있는 악인. 니허는 니파이
인들 가운데서 사제술을 처음으로
실행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
릇된 교리를 가르치고 기드온을 죽
인 후에 니허는 그의 죄로 인해 사형
을 당하였다(앨 1). 니허를 따르는
사람들은 니허가 죽은 후에도 오랫
동안 그의 악한 관습과 가르침을 계
승하였다.
앨마와 앰율레크가 니허의 반차를
따른 한 판사에 의해 감옥에 갇힘,
앨 14:14~18. 그들이 죽임을 당한 니
허의 신앙에 속하였음, 앨 16:11. 많
은 자들이 니허인들의 반차를 좇음,
앨 21:4. 자기 형제를 죽인 대부분의

사람이 니허인의 반차를 따름, 앨
24:28.

다니엘(DANIEL)

구약전서에 나오는 다니엘서의 주요
인물로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위대한
신앙을 지녔던 사람.

그는 왕족의 후손이었던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의 부모에 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단 1:3). 그는 바벨
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그 곳에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받았다(단
1:6~7). 다니엘과 세 명의 다른 포로
들은 종교적 이유로 왕의 음식을 거
절하였다(단 1:8~16).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으
로 느부갓네살과 다리오의 총애를
받았다(단 2; 4). 그는 또한 벽에 손
으로 쓴 글을 읽고 해석하였다(단
5). 그의 적들이 그에 대적하는 음모
를 꾸며서 그가 사자 굴에 던져졌으
나 주께서 그의 생명을 보전하여 주
셨다(단 6).
다니엘서: 이 책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1~6장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
구에 관한 이야기이다. 7~12장은 다
니엘이 보았던 예언적 시현들이다.
이 책은 하나님께 참되게 되는 것의
중요성과 주께서 충실한 자를 축복
해 주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주된 공헌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해석이다. 그 꿈에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왕국은 산에
서 뜨인 돌로 묘사되어 있다. 그 돌
이 굴러가서 드디어는 온 세상을 가
득 채울 것이다(단 2; 또한 교성 65:2



참조).

다리오(DARIUS). 또한 바벨, 바벨론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벨사살이 죽은
후 바벨론을 통치하였던 메대의 왕
(단 5:31; 6:9, 25~28; 9:1; 11:1).

다메섹(DAMASCUS)

시리아의 고대 도시.
다메섹은 사막의 가장자리에 있는
비옥한 평야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
라다 강이 있어 물이 풍족했다. 경전
에 자주 언급되는 도시이다(창 15:2
에서 시작).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께서 그에게 나
타나셨다(행 9:1~27; 22:5~16;
26:12~20; 고후 11:32~33).

다윗(DAVID). 또한 밧세바; 시편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고대 이스라엘
의 왕.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의 이새의
한 아들이다. 그는 사자와 곰, 그리
고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죽인 용감
한 젊은이었다(삼상 17). 다윗은 택
함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사울과 마찬가지로
성인이 되어 중대한 범죄를 범하였
으나, 사울과는 달리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는 우리아를
살해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서를 받
을 수 있었다(교성 132:39). 그의 생
애는 네 부분으로 나뉘어 질 수 있
다. ⑴ 베들레헴에서 목자였던 시기
(삼상 16~17), ⑵ 사울 왕의 궁전에

서의 시기(삼상 18~19:18), ⑶ 도망
자의 시기(삼상 19:18~삼하 1:27),
⑷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리던 왕
의 시기(삼하 2~4)와 훗날 온 이스라
엘을 다스리던 왕의 시기(삼하 5~왕
상 2:11).

밧세바와의 간음이라는 다윗의
죄 이후에 일련의 불행이 그의 생애
의 마지막 이십 년에 흠집을 냈다.
그의 통치 동안에 국가 전체로서는
번영하였으나, 다윗 자신은 그의 죄
의 결과로 고통을 겪었다. 계속적인
가족간의 반목이 있었으며, 압살롬
과 아도니야의 경우에는 공공연한
반역으로 끝이 났다. 이러한 사건들
은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 때문에
그에게 행한 선언의 성취였다(삼하
12:7~13).

이러한 재난들에도 불구하고, 다
윗의 통치는 다음 이유 때문에 이스
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찬란한 것이
었다. ⑴ 그는 지파들을 하나의 국가
로 통합하였다. ⑵ 그는 나라의 소유
를 확실히 하였다. ⑶ 그는 다스림의
근본을 참된 종교에 두어서 하나님
의 뜻이 이스라엘의 율법이 되게 하
였다. 이러한 이유로 다윗의 통치는
훗날 국가의 황금기와 메시야가 오
시는 더욱 영광스러운 시대의 예표
로 여겨졌다(사 16:5; 렘 23:5; 겔
37:24~28).

다윗의 생애는 모든 사람이 의 안
에서 끝까지 견디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 주고 있다. 젊은이로서 그는 주
의“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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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들었다(삼상 13:14). 성인으로
서 그는 영으로 이야기하였으며 또
많은 계시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하
나님의 계명을 어긴 불순종에 대해
무거운 대가를 치렀다(교성 132:39).

다툼(CONTENTION). 또한 거역
참조

분쟁, 언쟁, 논쟁. 특히 주의 교회 회
원 간, 또는 가족 간의 다툼은 주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너나 나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창 13:8. 교만은 다툼을 일으킴, 잠
13:10.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같이 용서
하라, 골 3:13, 어리석은 변론과 다툼
을 피하라, 딛 3:9. 주께서 사람들에
게 서로 다투지 말 것을 명하심, 니
후 26:32. 너희는 너희 자녀들이 서
로 싸우고 다투도록 버려두지 아니
하리니, 모사 4:14. 앨마가 교회 회원
들 가운데 서로 다툼이 없어야 할 것
을 명하였더라, 모사 18:21. 사탄은
소문과 분쟁을 퍼뜨림, 힐 16:22. 악
마는 분쟁의 아비이며 사람들을 충
동하여 서로 다투게 하는도다, 3니
11:29(모사 23:15). 복음을 굳게 세
워, 그처럼 많은 다툼이 있지 않게
하려 함이니, 교성 10:62~64. 서로
다투기를 그치라, 교성 136:23.

단(DAN). 또한 야곱, 이삭의 아들;
이스라엘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야곱과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 사이의 아들(창
30:5~6).

단지파: 단에 대한 야곱의 축복에 관
해서는 창세기 49:16~18을 참조. 단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에 대해서
는 신명기 33:22를 참조. 그들이 가
나안에 정착한 후에, 단 지파는 작지
만 지극히 기름진 땅을 받았다(수
19:40~48). 그들은 아모리 족속으로
부터(삿 1:34), 또 블레셋 족속으로
부터(삿 13:2, 25; 18:1) 그 땅을 지키
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
결과로 단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북
쪽의 라이스 부근으로 이주하여(삿
18) 그 성읍을 다시 단이라 이름하였
다. 이 마을은 팔레스타인의 북쪽 끝
으로 잘 알려져서, 그 경계가“단에
서 브엘세바까지”확장되었다.

단정(端正, MODESTY). 또한
겸손한, 겸손 참조

겸손하고, 절제된 점잖은 행위 또는
모습. 단정한 사람은 지나침과 허세
를 피한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이브를 입히시니라, 창 3:21(모세
4:27).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
며, 딤전 2:9.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
안일을 하라, 딛 2:5. 많은 자가 그들
의복의 값짐으로 인하여 교만 중에
자고하여지며, 야곱 2:13. 네 모든 옷
은 검소하게 하며, 교성 42:40. 우리
는 순결, 유덕을 믿는다, 신개 1:13.

단합(團合, UNITY). 또한 하나님,
신회 참조

생각, 소망, 목적에 있어서 먼저 하
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



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 후에 다른 성
도들과 하나가 되는 것.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은 선한 것
임, 시 133:1.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
니라, 요 10:30(교성 50:43). 예수와
그의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같이 모
든 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께서 기도하심, 요 17:11~23(3니
19:23).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하라,
고전 1:10. 한 뜻과 한 마음으로 굳건
히 되며 모든 일에 단합하여, 니후
1:21. 성도는 단합하여 그들의 마음
을 함께 맺어야 함, 모사 18:21. 예수
께서 니파이인 제자들 가운데 단합
을 기원하심, 3니 19:23. 제자들이 합
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금식하였더
라, 3니 27:1.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
은 하나임, 교성 20:27~28(교성
35:2; 50:43). 참된 교회와 연합함이
네 의무이니, 교성 23:7. 무엇이든지
기도로 단합하여 신앙으로 구하는
것은 너희가 받게 되리라, 교성 29:6.
만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것이 아니니라, 교성
38:27.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시온이라 부르
셨더라, 모세 7:18.

달란트(TALENT)

고대의 무게의 측량 단위 또는 큰 가
치를 지녔던 돈의 합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같은 큰 가치를
지닌 무엇인가에 대한 상징으로 사
용된다(마 25:14~29; 이더 12:35; 교
성 60:2, 13).

달의 영광(榮光)(TERRESTRIAL

GLORY). 또한 영광의 등급 참조
마지막 심판 후에 사람들이 거하게
될 영광의 세 등급 가운데 두 번째
등급.
바울이 달의 영광에 비유된 땅에 속
한 영광을 말하였음, 고전 15:40~41.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이 달
의 영광을 봄, 교성 76:71~80. 달의
영광은 별의 영광보다 뛰어남, 교성
76:91. 달의 왕국의 율법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달의 영광을 감당 할
수 없느니라, 교성 88:23, 30, 38.

담배(TOBACCO). 지혜의 말씀 참조

대리(代理)의(VICARIOUS). 구원,
죽은 자를 위한; 의식－대리 의식
참조

대신권(大神權, HIGH

PRIESTHOOD). 멜기세덱 신권
참조

대적(對敵, ADVERSARY). 악마
참조

대제사(大祭司), 대제사장(大祭司長)

(HIGH PRIEST). 또한 멜기세덱
신권; 아론 신권 참조

신권의 한 직분. 경전은 두 가지 뜻
으로“대제사”에 관해 언급하고 있
다. ⑴ 멜기세덱 신권의 한 직분, 그
리고 ⑵ 모세의 율법 아래서 아론 신
권의 감리 역원.

첫 번째 뜻은 위대한 대제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된다. 아담
과 모든 족장은 또한 대제사였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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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날 세 명의 감리 대제사가 교회의
제일회장단을 구성하고 다른 모든
신권 소유자 및 교회 회원을 감리한
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 합당한 남자
들은 적절한 때에 대제사로 성임된
다. 대제사는 감독으로 부름을 받고,
성별되며, 또 성임될 수 있다(교성
68:19; 107:69~71).

두 번째 뜻으로 모세의 율법 아래
서는 아론 신권의 감리 역원이 대제
사장으로 불리웠다. 이 직분은 세습
되었으며 아론의 가족 가운데서 장
자를 통하여 왔으며 아론 자신은 아
론의 반차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
다(출 28; 29; 레 8; 교성 84:18).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창 14:18(앨마서
13:14). 대제사는 세상의 기초가 놓
이던 때로부터 부름을 받고 예비되
었나니, 앨 13:1~10. 대제사는 영적
일을 집행함, 교성 107:10, 12, 17.

더러운(FILTH), 더러움

(FILTHINESS). 또한 불경한;
불의한, 불의; 악한, 악함;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죄 참조

하나님에 대한 고의적인 불순종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것.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
기실 것임, 사 4:4(니후 14:4). 하나님
의 왕국은 더럽지 아니하며, 니전
15:34(앨 7:21). 더러운 자들은 그대
로 더러우리라, 니후 9:16(몰 9:14).
만일 너희가 너희의 옷을 더러움으
로 더럽힌 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너희가 어찌 느끼겠느
냐? 앨 5:22. 그들은 여전히 더러운
채로 있어야 하느니라, 교성 88:35.
어느 때에야 내가 쉼을 얻어 더러움
에서 깨끗하게 되리요? 모세 7:48.

덕(德, VIRTUE). 또한 고결; 권능;
순결 참조

고결함과 도덕적으로 훌륭함, 권능
과 힘(눅 8:46), 또는 성적 순결함(모
로 9:9).
네가 현숙한 여자이니라, 룻 3:11. 손
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여
호와의 산에 오를 것임, 시 24:3~4.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
나, 잠 12:4. 현숙한 여인의 값은 진
주보다 더 하니라, 잠 31:10~31.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라, 벧후 1:5(교성
4:6).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시험
하라, 앨 31:5.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교성 121:45. 우리
는 유덕을 믿는다, 신개 1:13(빌 4:8).

데살로니가서(EPISTLES TO

THESSALONIANS). 또한 바울;
바울의 서한 참조

신약전서에 있는 두 책. 이 책들은
주후 50년경 바울이 처음으로 유럽
을 방문하는 동안 고린도에 있을 때
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쓴 편지
들이다. 데살로니가에서의 그의 행
적은 사도행전 17장에 기술되어 있
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고
싶어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
다(살전 2:18). 따라서 그는 디모데
를 보내어 마음을 돌이킨 자들을 북



돋아 주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가에 관한 전갈을 가져오게 하였다.
바울은 디모데의 귀환에 대한 감사
함의 결과로 첫 번째 서한을 썼다.
데살로니가전서: 1~2장은 바울의 인
사와 성도를 위한 그의 기도를 담고
있다. 3~5장은 영적 성장, 사랑, 순
결, 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은 성도를 위한
기도를 담고 있다. 2장은 다가오는
배도에 관해 말하고 있다. 3장은 복
음의 대업의 승리에 대한 바울의 기
도를 담고 있다.

데저렛(DESERET). 또한 야렛인
참조

몰몬경에 나오는“꿀벌”을 의미하는
야렛인의 말(이더 2:3).

도덕성(道德性, MORALITY). 간음;
성적 부도덕; 순결; 음행 참조

도마(THOMAS)

신약전서에서 구주의 현세의 성역
동안에 주가 택한 초대 십이사도 가
운데 한 사람. 그리스어로 그 이름은
디두모이다(마 10:2~3; 요 14:5;
20:24~29; 21:2). 비록 도마는 구주를
직접 볼 때까지는 예수의 부활을 의
심하였지만, 그의 강인한 성품은 기
꺼이 박해를 무릅쓰고 주와 함께 죽
고자 하였다(요 11:16; 20:19~25).

독생자(獨生子, ONLY

BEGOTTEN). 또한 낳은; 예수
그리스도 참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이름.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다(눅
1:26~35; 요1:14; 3:16; 니전11:18~20;
니후25:12; 앨7:10; 12:33; 모세7:62).

독신(獨身, CELIBACY). 또한 결혼,
결혼하다 참조

돈(MONEY). 또한 구제, 구제를
베풂; 부; 세상적인 것; 십일조,
십일조를 냄 참조

동전, 지폐, 증권 또는 물건이나 용
역에 대한 지불 수단으로서 사람들
이 사용하는 것들. 그것은 때때로 물
질주의의 상징이다.
너희가 돈 없이 속량되리라, 사 52:3.
십이사도들이 그들의 여행을 위하여
어떠한 것, 배낭도, 양식도, 돈도 가
지지 말라는 말을 들음, 막 6:8. 베드
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그의 은과 그
가 함께 망할 것이라고 말함, 행
8:20.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
가 되나니, 딤전 6:10. 아무 가치 없
는 것을 위하여 돈을 쓰지 말며, 니후
9:50~51(사 55:1~2; 니후 26:25~27).
만일 그들이 돈을 위해 일하면 멸망
할 것임이라, 니후 26:31. 너희가 부
를 구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야곱 2:18~19. 교회들이 너
희의 돈으로 인하여 너희가 너희의
죄 사함을 받으리라고 말할 것임, 몰
8:32, 37. 시온의 대업을 위하여 자기
돈을 주는 자는 결단코 자기 상을 잃
지 아니하리라, 교성 84:89~90.

돌이킴(CONVERSION),

돌이키다(CONVERT).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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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난, 하나님에게서 난; 제자
참조

사람의 믿음, 마음, 생활을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
에 따르는 것(행 3:19).

돌이킴에는 과거의 길을 버리겠
다는 의식적인 결정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변화가 포함된다. 회개,
죄 사함을 위한 침례, 안수에 의해
성신을 받음,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
도에 대한 계속적인 신앙이 돌이킴
을 완전하게 만들어 준다. 육에 속한
사람이 성결하고 순수하게 되고 그
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새 사
람으로 변화되는 것이다(고후 5:17;
모사 3:19).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마 18:3(모사 3:19). 너는 돌이
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눅
22:32.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으매, 행 2:37~41.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라, 약 5:20. 이노
스가 돌이킴, 이노 1:2~5. 베냐민 왕
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이
루었음, 모사 5:2(앨 5:12~14). 온 인
류가 거듭나야, 곧 하나님에게서 나
야 함, 모사 27:25. 앨마와 모사이야
의 아들들이 돌이킴, 모사 27:33~35.
라모나이의 부친이 돌이킴, 앨
22:15~18.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에
의해 주께로 돌이킨 바 되었고, 앨
53:10.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가져다
줌, 힐 15:7. 돌이킨 자는 모두 하나
님의 권능과 영이 그들을 방문하였
음을 진실로 나타내었더라, 3니

7:21. 돌이킬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 그들이 불과 성신
으로 침례를 받았음, 3니 9:20. 그들
은 나아가 회개를 전파할지니라. 그
리하면 많은 자가 마음을 돌이킬 것
이요, 교성 44:3~4.

동성애(同性愛,

HOMOSEXUALITY). 또한 간음;
육욕적인, 육욕적임 참조

같은 성을 가진 개인들의 성적 관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종류의 성적
행위를 금하였다.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
리라, 창 19:1~11(모세 5:51~53). 너
는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
한 일이니라, 레 18:22(레 20:13). 이
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
지니, 신 23:17. 그들의 죄를 말해 주
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사
3:9(니후 13:9). 남자들이 서로 향하
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롬 1:27. 남
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
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전 6:9~10.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
이 아니요 남색하는 자를 위함이니,
딤전 1:9~10. 다른 육체를 따라간 자
들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음, 유 1:7.

동정(童貞, VIRGIN). 또한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참조

결코 성적인 교접을 가진 적이 없는
결혼 가능 연령의 여자 또는 남자. 경
전에서 동정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어
떤사람을나타낼수도있다(계14:4).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요, 사 7:14(마 1:23; 니후 17:14). 천
국이 열 처녀에 비유됨, 마 25:1~13.
내가 나사렛 성 안에 한 처녀를 보았
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
이시니라, 니전 11:13~18. 마리아는
처녀로서, 귀하고 택함을 받은 그릇
이라, 앨 7:10.

동정녀(童貞女) 마리아(VIRGIN

MARY).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참조

두려움(FEAR). 또한 경건; 신앙;
용기, 용기있는 참조

두려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
다. 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에 대해 경건함과 경외로움을 느끼
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며, ⑵
사람, 필멸의 위험, 고통 및 악을 두
려워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무서
워하고 크게 염려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창
20:11.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
며, 신 6:13(수 24:14; 삼상 12:24). 여
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시 2:11.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
라, 시 111:10.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
을 떠날지어다, 잠 3:7. 그를 경외하
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전 8:12. 두
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 2:12.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
게 영광을 돌리라, 계 14:7(교성
88:104).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백성
들을 분발시켜 주를 경외하는 일을

계속하게 함, 이노 1:23. 앨마와 모사
이야의 아들들이 땅에 엎드러졌나
니, 이는 주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
게 임하였음이라, 앨 36:7. 두렵고 떨
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몰
9:27.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
를 내가 고통당하게 하며 떨리게 할
것임, 교성 10:56. 나를 경외하는 자
는 인자가 오는 징조를 기다리리라,
교성 45:39.
사람에 대한 두려움: 두려워하지 말
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창 26:24(사
41:10).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
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민
14:9.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많으니라, 왕하 6:16. 두려워
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
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 56:4. 그들
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
51:7(니후 8:7).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요, 딤후 1:7.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
을 내쫓나니, 요1 4:18(모로 8:16). 힐
라맨의 아들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나니, 앨 56:46~48. 사망의
두려움이 간악한 자의 가슴을 채움,
몰 6:7.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을 두
려워 말라, 모로 8:16. 네가 하나님보
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지 말았어야
하였음이니라, 교성 3:7(교성 30:1,
11; 122:9). 선을 행하기를 두려워 말
라, 교성 6:33. 누구든지 나의 교회에
속한 자는 두려워 할 필요가 없나니,
교성 10:55. 너희가 준비가 되어 있
으면, 두려워 하지 않게 되리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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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38:30. 두려움을 떨쳐버리라, 교
성 67:10. 기뻐하며, 두려워 말라. 이
는 나 주가 너희와 함께 하며, 교성
68:6. 너희 원수를 두려워 말라, 교성
136:17.

둘째 보혜사(保惠師)(SECOND

COMFORTER). 보혜사 참조

둘째 지체(肢體)(SECOND

ESTATE). 필멸의, 필멸 참조

뒷공론(公論)(GOSSIP). 또한 소문;
비방 참조

다른 사람에 관한 개인적인 사실 또
는 정보를 그 사람의 승인없이 나누
는 것.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
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마
12:36. 성도들은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
지 말라는 훈계를 받았음, 딤전
5:11~14. 네 이웃을 비방하지 말지니
라, 교성 42:27. 네 모든 대화로 네 형
제들을 굳게 하라, 교성 108:7.

드보라(DEBORAH)

구약전서에 나오는 여선지자로서 이
스라엘을 다스렸고 바락에게 가나안
족속을 대적하도록 용기를 줌(삿 4).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이스라엘을
속박에서 구해낸 것을 찬양하고 있
다(삿 5).

들릴라(DELILAH). 또한 블레셋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삼손을 속이고
배반하였던 블레셋 여인(삿 16).

디도(TITUS). 또한 디도서; 바울;
바울의 서한 참조

신약전서에 나오는 신뢰받았던 그리
스인 개종자.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으로 여행하였으며, 후에 선교사가
되었다(갈 2:1~4; 딤후 4:10). 디도는
바울의 첫 번째 서한을 고린도에 있
던 성도들에게 전하였다(고후 7:5~8,
13~15).

디도서(EPISTLE TO TITUS). 또한
디도; 바울; 바울의 서한 참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일시적으로
풀려났을 때, 그는 이 서한을 그레데
에 있던 디도에게 썼다. 이 편지는
주로 교회의 내부 기강과 조직에 관
계된 질문들에 답하고 있다.

1장은 감독에게 주는 가르침과
일반적인 자격 요건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인사를 담고 있다. 2~3장은
그레데 교회에 있던 여러 무리를 다
루는 것에 관하여 디도에게 주는 일
반적인 가르침과 개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바울은 사악함을 이겨내
며, 신중하고 충실하며, 또 꾸준히
선행하라고 성도들을 격려하였다.

디모데(TIMOTHY). 또한 바울 참조
바울의 성역 동안에 신약전서에 나
오는 바울의 젊은 선교 동반자(행
16:1~3; 딤후 1:1~5). 그리스인 아버
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의 아들.
그와 그의 부모는 루스드라에서 살
았다.

바울은 디모데에 관해“믿음 안
에서 참 아들”이라고 말하였다(딤전



1:2, 18; 딤후 1:2). 디모데는 아마도
바울이 가장 신뢰한 유능한 보조자
였을 것이다(빌 2:19~23).

디모데서(EPISTLES TO

TIMOTHY). 또한 디모데; 바울;
바울의 서한 참조

신약전서에 있는 두 책. 두 책은 원
래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들이
었다.
디모데전서: 바울은 첫 번째 서한을
그의 첫 투옥 후에 적었다. 그는 나
중에 돌아올 의도로 디모데를 에베
소에 남겨두었다(딤전 3:14). 하지만
바울은 그가 늦어질 것이라고 느꼈
으므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려는 디
모데에게 권고와 격려를 하기 위해
아마도 마게도냐에서 그에게 편지를
썼을 것이다(딤전 1:3).

1장은 바울의 인사와 또한 교회
로 유입되고 있던 어리석은 생각들
에 관한 그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2~3장은 예배 및 목자의 성품과 행
위에 관한 지침을 주고 있다. 4~5장
은 마지막 날의 배도에 관한 서술과
디모데가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방법에 관한 조언을 담고 있다.
6장은 충실함을 입증하고 세상적인
부를 피하라는 권면을 주고 있다.
디모데후서: 바울은 두 번째 투옥 동
안 그의 순교 직전에 두 번째 편지를
썼다. 이는 사도의 마지막 말씀을 담
고 있으며, 그가 죽음에 직면하여 가
졌던 놀라운 용기와 확신을 보여 주
고 있다.

1장은 바울의 인사와 디모데에게
주는 지시가 실려 있다. 2~3장은 앞
에 놓인 위험을 직면하도록 격려하
며, 여러 가지 경고와 지침을 주고
있다. 4장은 바울의 친구들에게 주
는 메시지로 배도자를 대하는 방법
에 관한 조언이 실려 있다.

라모나이(LAMONI). 또한 암몬,
모사이야의 아들 참조

몰몬경에서, 주의 영과, 암몬의 영감
어린 노력과 가르침에 의해 돌이킨
레이맨인 왕(앨 17~19).

라반(LABAN), 놋쇠판(板)의

보관자(保管者)(KEEPER OF

THE BRASS PLATE). 또한
놋쇠판 참조

몰몬경에 나오는 리하이 가족 시대
에 예루살렘에서 놋쇠판을 보관하였
던 사람. 라반은 니파이와 그의 형제
들에게서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들을
죽이려 하였다(니전 3:1~27). 판을 얻
기 위하여 영은 니파이를 인도하여
라반을죽이게했다(니전4:1~26).

라반(LABAN), 리브가의

오라버니(BROTHER OF

REBEKAH). 또한 리브가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리브가의 오라버
니이며 야곱의 아내들이었던 레아와
라헬의아버지(창24:29~60; 27:43~44;
28:1~5; 29:4~29; 30:25~42; 31:1~55).

라파엘(RAPHAEL). 또한 천사 참조
만물의 회복에 참여하였던 주의 천
사(교성 1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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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헬(RACHEL). 또한 야곱, 이삭의
아들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야곱의 아내(창
29~31, 35). 그녀는 또한 요셉과 베
냐민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래미움프톰(RAMEUMPTOM)

몰몬경에 나오는 배도한 니파이인인
조램인이 기도하였던 높은 단(앨
31:8~14).

레뮤엘(LEMUEL). 또한 레이맨;
레이맨인; 리하이, 니파이의
아버지 참조

몰몬경에 나오는 리하이의 둘째 아
들이며 또 니파이의 형들 가운데 하
나. 그는 레이맨과 연합하여 니파이
를 반대하였다.
리하이가 레뮤엘에게 골짜기처럼 변
치 않을 것을 훈계함, 니전 2:10. 니
파이에게 노하여 레이맨의 말을 들
음, 니전 3:28. 레뮤엘인이 레이맨인
가운데 포함됨, 야곱 1:13~14(앨
47:35).

레아(LEAH). 또한 라반, 리브가의
오라버니; 야곱, 이삭의 아들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라반의 맏딸이며
야곱의 아내들 가운데 하나(창 29).
레아는 여섯 아들과 한 딸의 어머니
가 되었다(창 29:31~35; 30:17~21).

레위(LEVI). 또한 야곱, 이삭의 아들;
이스라엘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야곱과 레아 사
이의 셋째 아들(창 29:34; 35:23). 레

위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한 지
파의 조상이 되었다.
레위 지파: 야곱은 레위와 그의 후손
을 축복하였다(창 49:5~7). 레위의 후
손은 이스라엘의 성소에서 봉사하였
다(민 1:47~54). 아론은 레위인이었
으며, 그의 후손은 제사들이었다(출
6:16~20; 28:1~4; 29). 레위인은 제사
장인 아론의 아들들을 보조하였다
(민 3:5~10; 왕상 8:4). 그들은 때때로
음악가로도 일하였으며(대상 15:16;
느 11:22), 제물을 도살하였고(대하
29:34; 스 6:20), 보통 성전에서 보조
하였다(느 11:16). 레위인은 이스라
엘 자손을 위한 의식을 집행하기 위
하여 주께 헌납되었다. 레위인은 이
스라엘 자녀를 대신하여 스스로를
드렸다(민 8:11~22); 그들은 첫 번째
난 것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그의 특별한 재산이었다(민 8:16). 그
들은 헌납되지는 않았으나 그들의
직분을 위해 깨끗하게 되었다(민
8:7~16). 그들은 가나안에 기업의 땅
이 없었으나(민 18:23~24), 십일조
(민 18:21), 마흔여덟 성읍(민 35:6),
그리고 절기에 사람들의 구제를 받
을 권리(신 12:18~19; 14:27~29)를 받
았다.

레위 신권(神權)(LEVITICAL

PRIESTHOOD). 아론 신권 참조

레위기(LEVITICUS). 또한 모세오경
참조

이스라엘에서 제사의 의무를 말해
주는 구약전서의 책. 그것은 하나님



의 거룩함과 그의 백성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따라야 할 규범을 강조
하고 있다. 그 목적은 모세 율법의
도덕적 가르침과 종교적 진리를 의
식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모세
가 레위기를 기록하였다.

1~7장은 희생 의식들을 설명하고
있다. 8~10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서 준수되는 의식을 서술하고 있다.
11장은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정결한 것 또는 부정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 12장은 출산 이후의
여인에 관해 논하고 있다. 13~15장
은 의식에서의 부정함과 관련된 율
법이다. 16장은 속죄일에 준수해야
하는 의식들이 포함되어 있다.
17~26장은 종교적 및 사회적으로 준
수해야 할 율법의 규범을 담고 있다.
27장은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
의 곡물과 작은 가축, 그리고 큰 가
축을 주께 헌납하라고 명령하신 것
을 설명하고 있다.

레이맨(LAMAN). 또한 레이맨인;
리하이, 니파이의 아버지 참조

몰몬경에 나오는 리하이와 새라이아
사이의 맏아들이며 니파이의 맏형
(니전 2:5). 레이맨은 보통 선 대신에
악을 행하기를 택하였다.
레이맨이 그의 부친을 거스려 불평
하였나니, 니전 2:11~12. 그의 의로
운 동생 니파이에 대항하여 모반을
일으킴, 니전 7:6(니전 3:28~29). 리
하이의 시현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아니함, 니전 8:35~36. 저주가
레이맨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임함,

니후 5:21(앨 3:7).

레이맨인(LAMANITES). 또한
니파이인; 레이맨; 몰몬경 참조

몰몬경에 나오는 백성으로, 그들 가
운데서 많은 자가 리하이의 장남인
레이맨의 후손이다. 그들은 니파이
와 그의 후손이 그들에게 잘못해 왔
다고 느꼈었다(모사 10:11~17). 그
결과로써 그들은 니파이인에게 반
감을 가졌으며 종종 복음의 가르침
을 거부하였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
도의 탄생 직전에 레이맨인은 복음
을 받아들였으며 니파이인들보다
더 의롭게 되었다(힐 6:34~36). 그리
스도가 미 대륙을 방문하신 지 이백
년 후, 레이맨인과 니파이인은 모두
사악해졌으며 서로에 대적하여 전
쟁을 하였다. 주후 400년경, 레이맨
인은 니파이인 국가를 완전히 멸망
시켰다.
레이맨인이 니파이의 자손을 정복하
였음, 니전 12:19~20. 레이맨인이 니
파이인을 증오함, 니후 5:14. 레이맨
인이 니파이인에게 채찍이 되어, 니
후 5:25. 몰몬경이 레이맨인에게 그
들의 조상에 대한 지식과 예수 그리
스도에 대한 지식을 회복하리라, 니
후 30:3~6(몰몬경 표제지). 레이맨인
은 유대인의 한 남은 자니라, 교성
19:27. 주의 큰 날이 이르기 전에 레
이맨인이 장미처럼 피어나리라, 교
성 49:24.

로마(ROME). 또한 로마 제국 참조
신약에 나오는 이달리야의 티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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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루시퍼

강에 위치한 로마 제국의 수도(행
18:2; 19:21; 23:11). 바울은 로마 정
부의 죄수로 있으면서 로마에서 복
음을 가르쳤다(롬 1:7, 15~16; 행
28:14~31).

로마서(EPISTLE TO THE

ROMANS). 또한 바울; 바울 서한
참조

신약전서에 들어있는, 바울이 로마
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 그는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을 숙고하였는
데, 이 여행은 분명히 위험한 것이었
다. 만일 그가 그의 생명을 보전한다
면, 다음에는 로마를 방문하기를 소
망하였다. 편지는 부분적으로 그가
그 곳에 갔을 때 교회 회원들이 그를
받아주도록 준비시킬 의도였다. 이
서한은 또한 논쟁거리가 되어 왔으
나 바울은 이제 다 해결된 것으로 간
주하였던 특정한 교리에 대한 설명
을 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1장은 로마인에게 보내는 바울의
인사이다. 2~11장은 신앙, 행함, 그
리고 은혜의 교리에 관한 여러 선언
이 포함되어 있다. 12~16장은 사랑,
의무, 그리고 거룩함에 관한 실제적
가르침이 실려 있다.

로마 제국(帝國)(ROMAN EMPIRE).
또한 로마 참조

고대 로마 제국. 사도 시대에 로마
제국은 세상의 강대국이었다. 거기
에는 유프라테스 강, 다뉴브 강, 라
인 강, 대서양, 그리고 사하라 사막
에 걸친 모든 지역이 포함되었다. 폼

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빼앗았던 주
전 63년에 팔레스타인은 예속 국가
가 되었다. 비록 로마 제국이 유대인
에게 많은 특권을 허락하였지만, 유
대인은 로마 통치를 증오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모반을 꾀하였다.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은 제국 내에
서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하여 제국
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언
어인 그리스어를 사용하였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마22:17~22. 바울이로마시민으로서
그의 권리를 주장함, 행 16:37~39(행
22:25~29).

롯(LOT). 또한 아브라함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하란의 아들이며
아브라함의 조카(창 11:27, 31; 아브
2:4). 하란은 우르에서 기근 때문에
죽었다(아브 2:1). 롯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함께 우르를 떠났으며 그들
과 함께 가나안으로 여행하였다(창
12:4~5). 롯은 소돔에 살기로 택하였
다. 주가 사자들을 보내어 사람들의
사악함 때문에 소돔을 멸망시키기
전에 피하라고 롯에게 경고하였다
(창 13:8~13; 19:1, 13, 15). 하지만
롯의 아내는 멸망 시에 뒤를 돌아다
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다(창 19:26).
신약전서에 롯에 대한 언급이 있다
(눅 17:29; 벧후 2:6~7). 아브라함과
헤어진 후 그의 삶이 창세기 13, 14
및 19장에 서술되어 있다.

루시퍼(LUCIFER). 또한 멸망의
자식들; 멸하는 자; 악마;



적그리스도; 지옥 참조
이 이름은 빛나는 자 또는 빛을 지닌
자를 의미한다. 그는 또한 아침의 아
들로 알려져 있다. 루시퍼는 하늘 아
버지의 영의 아들이었으며 또 전세
에서 모반을 이끌었다. 루시퍼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오직 한 번 나타나
고 있다(사 14:12). 후일의 계시는 루
시퍼의 타락에 관하여 더욱 상세한
내 용 을 알 려 주 고 있 다 (교 성
76:25~29).
루시퍼가 필멸 이전의 존재에서 떨
어짐, 사 14:12(눅 10:18; 니후 24:12).
떨어진 후에 그가 사탄과 악마가 되
었음, 교성 76:25~29(모세 4:1~4).

룻(RUTH). 또한 보아스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모압인 며느
리.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룻은 나
오미의 친족인 보아스와 결혼하였
다. 그들의 아들 오벳은 다윗과 그리
스도의 조상이었다. 룻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인이 아닌 사람이 이스라엘
우리안으로 개종한 것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 룻은 이스라엘의 하
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진 가정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녀의 이전에
믿던 신과 이전의 생활을 포기하였
다(룻 1:16).
룻기: 1장은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의
모압 생활을 서술하고 있다. 나오미
와 룻은 남편들의 사망 이후에 베들
레헴으로 갔다. 2장은 룻이 보아스
의 밭에서 이삭을 주웠음을 설명하

고 있다. 3장은 나오미가 어떻게 룻
을 가르쳐 타작 마당에 가서 보아스
의 발치에 눕게 하였는지를 말해주
고 있다. 4장은 룻과 보아스와의 결
혼 이야기이다. 그들은 아들 오벳을
가졌으며, 그의 가계를 통하여 다윗
과 그리스도가 나왔다.

르우벤(REUBEN). 또한 야곱,
이삭의 아들; 이스라엘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야곱과 레아 사
이의 맏아들(창 29:32; 37:21~22, 29;
42:22, 37). 르우벤은 비록 장자였으
나 죄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
렸다(창 35:22; 49:3~4).
르우벤 지파: 르우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 창세기 49:3과 신명기 33:6에
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지파의 인원
수는 점차로 줄어들었으며 그 지파
가 계속 존재하기는 하였지만, 정치
적으로는 덜 중요하게 되었다. 요셉
이 야곱의 두 번째 부인인 라헬의 장
자였기 때문에 르우벤의 장자의 명
분은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로 갔
다(대상 5:1~2).

르우엘(REUEL). 이드로 참조

르호보암(REHOBOAM). 또한
솔로몬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솔로몬 왕의 아
들. 그는 그의 아버지를 계승하여 예
루살렘에서 십칠 년 동안 통치하였다
(왕상 11:43; 14:21, 31). 르호보암의
통치 동안에 왕국이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의 유다 왕국으로 나뉘어
졌다(왕상 11:31~36; 12:19~20). 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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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암은유다왕국을다스렸다.

리그돈(RIGDON), 시드니(SIDNEY)

1830년대와 1840년대 초, 회복된 교
회의 초기 개종자이며 지도자. 시드
니 리그돈은 한동안 교회의 제일회
장단에서 조셉 스미스의 1보좌로 봉
사하였다(교성 35; 58:50, 57;
63:55~56; 76:11~12, 19~23; 90:6;
93:44; 100:9~11; 124:126). 그는 후
에 떨어져 나가서 1844년 9월 파문
당하였다.

리버티 감옥(監獄)(LIBERTY JAIL),

미주리(MISSOURI) 주(州)(미국).
또한 스미스, 조셉, 이세 참조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다른 사람들
이 1838년 십일 월부터 1839년 사월
까지 부당하게 투옥되어 있었던 작
은 감옥.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동안에 조셉은 여러 계시를 받았으
며, 예언을 하고, 영감을 받아서 성
도들에게 중요한 편지를 적었는데,
그 가운데 발췌문이 교리와 성약
121~123편에 실려 있다.

리브가(REBEKAH). 또한 이삭 참조
구약전서의 족장이었던 이삭의 아내
(창 24~27).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였다(창 25:23~26).

리아호나(LIAHONA)

나침반처럼 리하이와 그의 일행이
의로울 때 그들에게 방향과 또한 영
적인 가르침을 주었던 몰몬경에 나
오는 두 개의 지침이 있는 놋쇠 공.
주께서 리아호나를 마련하셨으며 그

것을 통하여 가르침을 주셨다.
리하이가 두 개의 지침이 있는 놋쇠
공을 발견하였으며 그 지침들은 리
하이와 그의 가족이 가야할 길을 가
리킴, 니전 16:10. 공이 신앙과 부지
런함에 따라 작동함, 니전 16:28~29
(앨 37:40). 베냐민이 그 공을 모사이
야에게 줌, 모사 1:16. 그 공 또는 지
시기를 리아호나라고 칭했음, 앨
37:38. 리아호나가 그리스도의 말씀
에 비유됨, 앨 37:43~45. 몰몬경의
세 증인은 리하이에게 주어졌던 지
시기를 보게 될 것임, 교성 17:1.

리하이(LEHI), 니파이의 아버지

(FATHER OF NEPHI)

몰몬경에서, 주전 600년경에 그의
가족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예루
살렘에서 서반구에 있는 약속의 땅
으로 인도하였던 히브리인 선지자.
몰몬경에서 리하이는 그의 백성들
가운데 첫 번째 선지자였다.

리하이는 주의 명령에 따라 그의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피신하였
다(니전 2:1~4). 그는 애굽으로 팔려
간 요셉의 후손이었다(니전 5:14).
주가 그에게 생명나무의 시현을 주
었다(니전 8:2~35). 리하이와 그의
아들들은 배를 만들어서 서반구로
항해하였다(니전 17~18). 그와 그의
후손은 새로운 땅에 정착하였다(니
전 18:23~25). 죽기 전에 리하이는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였으며 그들에
게 그리스도와 마지막 날에 몰몬경
이 나타날 것에 관하여 가르쳤다(니
후 1~3, 4:1~12).



리하이서: 조셉 스미스가 몰몬경을
번역할 때는 리하이서로 시작하였
다. 그것은 몰몬이 리하이의 판에서
요약한 기록이었다. 그는 이 책에서
번역한 116쪽의 원고를 가지고 있다
가, 몰몬경을 번역할 때 조셉의 서기
로서 잠시동안 봉사하였던 마틴 해
리스에게 그 원고를 주었다. 그 이후
에 원고는 분실되었다. 조셉은 분실
된 원고를 대신하기 위해 리하이서
를 다시 번역하지 않고, 대신에 금판
에서 다른 관련 기사들을 번역하였
다(교성 3, 10편의 머리말 참조). 이
런 다른 기사들이 현재 몰몬경의 처
음 여섯 책이다.

리하이(LEHI), 니파이인 군대(軍隊)

사령관(司令官)(NEPHITE

MILITARY COMMANDER)

몰몬경에 나오는 니파이인 군대 사
령 관 (앨 43:35~53; 49:16~17;
52:27~36; 53:2; 61:15~21).

리하이(LEHI), 니파이인(人)

선교사(宣敎師)(NEPHITE

MISSIONARY). 또한 힐라맨,
힐라맨의 아들 참조

몰몬경에 나오는 힐라맨의 아들인
힐라맨의 아들. 리하이는 위대한 선
교사였다(힐 3:21; 4:14).
그의 조상을 기억하게 하려고 리하
이라고 이름을 지었음, 힐 5:4~6. 니
파이와 함께 많은 사람의 마음을 돌
이키고, 감옥에 갇혔으며, 불에 둘러
싸이고, 또 천사들과 이야기함, 힐
5:14~48. 매일 많은 계시를 받음, 힐

11:23.

림하이(LIMHI). 또한 노아, 지니프의
아들 참조

몰몬경에 나오는 니파이 땅에 있던
니파이인의 의로운 왕. 그는 노아 왕
의 아들이었다(모사 7:7~9). 림하이
왕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성약을 맺
었다(모사 21:32). 그는 그의 백성을
레이맨인의 속박에서 인도해 내어
제이라헤믈라로 돌아왔다(모사 22).

마가(MARK). 또한 복음서 참조
신약전서에 나오는 요한 마가는 예
루살렘에 살았던 마리아의 아들이었
다(행 12:12). 그는 또한 바나바의 사
촌(또는 조카)이었을 수도 있다(골
4:10). 그는 바울 및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으며, 버가에서 그들과
헤어졌다(행 12:25; 13:5, 13). 훗날
그는 바나바와 동행하여 구브로로
갔다(행 15:37~39). 그는 바울과 함
께 로마에 있었으며(골 4:10; 몬
1:24), 또 베드로와 함께 바벨론(아
마도 로마)에 있었다(벧전 5:13). 마
지막으로 그는 디모데와 함께 에베
소에 있었다(딤후 4:11).
마가복음:신약전서의 두 번째 책. 마
가의 복음서는 아마도 베드로의 지
시 아래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의 목
적은 사람들 가운데서 생활하고 행
한 하나님 아들로서의 주를 묘사하
는 것이었다. 열정과 겸손으로 예수
가 구경꾼들에게 남긴 인상들을 기
술하고 있다. 베드로의 사망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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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는 애굽을 방문하여 알렉산드리
아에서 교회를 조직하였으며 순교하
였다고 구전되고 있다.
장별개요에대해서는“복음서”참조

마곡(MAGOG). 또한 곡;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참조

성경에 나오는 흑해 근처의 땅과 백
성. 그들의 왕인 곡은 그리스도의 재
림에앞서마지막큰전쟁에서마곡의
군대를 지휘할 것이다(겔 38:2; 39:6).
경전은 복천년의 끝에 하나님의 군대
와 악마의 군대 사이에 있을 곡과 마
곡의 또 다른 큰 전쟁에 관해 말하고
있다(계20:7~9; 교성88:111~116).

마르다(MARTHA). 또한 나사로;
마리아, 베다니의 참조

신약전서에 나오는 나사로와 마리아
의 여자 형제(눅 10:38~42; 요
11:1~46; 12:2).

마리아(MARY), 마가의 어머니

(MOTHER OF MARK). 또한
마가 참조

신약전서에 나오는 마가복음을 쓴
요한 마가의 어머니(행 12:12).

마리아(MARY), 막달라

(MAGDALENE)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제자가
된 신약전서에 나오는 여인. 막달라
는 이 마리아의 출신지인 막달라를
지칭한다. 이 곳은 갈릴리 바다의 서
쪽 해변에 위치하고 있다.
그녀가 십자가 근처에 있었음, 마
27:56(막 15:40; 요 19:25). 그녀가 그

리스도의 매장 때에 있었음, 마
27:61(막 15:47). 그녀가 부활의 아침
에 무덤에 있었음, 마 28:1(막 16:1;
눅 24:10; 요 20:1, 11). 예수께서 그
의 부활 이후에 먼저 그녀에게 나타
남, 막 16:9(요 20:14~18). 일곱 귀신
이 그녀에게서 나감, 눅 8:2.

마리아(MARY), 베다니의

(BETHANY). 또한 나사로;
마르다 참조

신약전서에 나오는 나사로와 마르다
의 여자 형제.
마리아가 예수의 발치에 앉아 들음,
눅 10:39, 42. 마리아와 그녀의 자매
마르다가 예수를 청함, 요 11:1~45.
그녀가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음, 요
12:3~8.

마리아(MARY), 예수의 어머니

(MOTHER OF JESUS). 또한
예수 그리스도; 요셉, 마리아의
남편 참조

신약전서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육
신을 입은 그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
도록 택한 처녀. 예수의 탄생 후에,
마리아는 다른 자녀들을 가졌다(막
6:3).
그녀가 요셉과 약혼함, 마 1:18(눅
1:27).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을 하거
나 그녀와의 약혼을 무효화하지 말
라는 말을 들음, 마 1:18~25. 박사들
이 마리아를 방문함, 마 2:11. 마리아
와 요셉이 아기 예수와 함께 애굽으
로 피신함, 마 2:13~14. 헤롯의 사망
후에 가족이 나사렛으로 돌아옴, 마



2:19~23.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를 방
문함, 눅 1:26~38. 그녀가 그녀의 친
족인 엘리사벳을 방문함, 눅 1:36,
40~45. 마리아가 주께 찬가를 노래
함, 눅 1:46~55. 마리아가 요셉과 함
께 베들레헴으로 감, 눅 2:4~5. 마리
아가 예수를 낳아서 구유에 뉘임, 눅
2:7.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리스도 아기를 방문함, 눅 2:16~20.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데리고 예
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감, 눅
2:21~38.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유
월절에 데리고 감, 눅 2:41~52. 마리
아가 가나의 결혼식에 있었음, 요
2:2~5. 십자가에 달려 있는 동안 구
주께서 요한에게 그의 어머니를 보
살펴 줄 것을 부탁함, 요 19:25~27.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들리워진 후에
마리아가 사도들과 함께 있었음, 행
1:14. 마리아는 처녀로, 다른 모든 처
녀들보다 뛰어나게 지극히 아름답고
고운 처녀였음, 니전 11:13~20. 그리
스도의 모친은 마리아라 칭하여질
것임, 모사 3:8. 마리아는 처녀로서,
귀하고 택함을 받은 그릇이 될 것임,
앨 7:10.

마몬(MAMMON). 또한 돈 참조
“부”를 의미하는 아람어(마 6:24; 눅
16:9; 교성 82:22).

마쉬(MARSH), 토머스

비(THOMAS B.)

1830년 교회 회복 이후의 십이사도
정원회 초대 회장. 그는 십이사도와
관련되어 왕국의 열쇠들을 지니고

있었으며(교성 112:16), 또 1838년에
는 주의 말씀을 출판하라는 명을 계
시에 의해 받았다(교성 118:2). 교리
와 성약의 31편은 그에게 주어진 것
이다. 마쉬는 1839년에 교회로부터
파문되었으나 1857년 7월에 재침례
를 받았다.

마시다(DRINK). 지혜의 말씀 참조

마음(HEART). 또한 거듭난,
하나님에게서 난; 상한 마음 참조

사람의 생각과 뜻의 상징이며 또 모
든 감정과 느낌의 비유적 근원.
마음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 6:5(신 6:3~7; 마 22:37;
눅 10:27; 교성 59:5). 여호와께서 그
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삼상
13:14.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
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삼상 16:7.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또 복을 받을
것임, 시 24:3~5(니후 25:16). 사람 마
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
러한즉, 잠 23:7.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로 돌이키게 하리라, 말 4:5~6(눅
1:17; 교성 2:2; 110:14~15; 138:47; 조
역1:39).마음이청결한자는복이있
나니, 마 5:8(3니 12:8). 사람은 그의
마음에 있는 선하거나 또는 악한 것
으로 말함, 눅 6:45. 마음의 뜻을 다하
여 아들을 따르라, 니후 31:13. 너희
는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서 너
희의 마음에 크나큰 변화를 경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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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느냐? 앨 5:14. 상한 마음과 통회하
는 심령을 주께 희생으로 드리라, 3
니 9:20(3니 12:19; 이더 4:15; 모로
6:2). 나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네 생
각과네마음에말하리라, 교성 8:2.

마지막 날(LAST DAYS),

후일(後日, LATTER DAYS).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표적, 시대의 참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대. 주님
의 재림 직전의 나날들(또는 경륜의
시대).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
에게 이르리라, 창 49:1. 대속자가 마
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 19:25.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굳게 설 것이
요, 사 2:2.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
르러, 딤후 3:1~7. 말세의 조롱하는
자들이 재림을 부인할 것임, 벧후
3:3~7.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날에 관
하여 예언하노니, 니후 26:14~30. 마
지막 날에 나의 교회는 이같이, 곧 예
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 일컬
어질 것임이라, 교성 115:4. 그리스도
는마지막날에오시리라, 모세 7:60.

마지막 만찬(晩餐)(LAST

SUPPER). 또한 성찬; 유월절
참조

신약전서에 따르면, 예수가 잡혀 십
자가에 달리기 전에 취한 마지막 식
사(눅 22:14~18). 그와 십이사도는
유월절 동안에 이 식사를 하였다(마
26:17~30; 막 14:12~18; 눅 22:7~13).
구주께서 떡과 포도주를 축복하시고

그것을 사도들에게 주심, 마 26:
26~29(막 14:22~25; 눅 22:7~20). 예
수께서 사도들의 발을 씻음, 요 13.
유다가 예수의 배반자로 거명됨, 요
13:21~26(마 26:20~25).

마태(MATTHEW). 또한 복음서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며 신약전서
의 첫 번째 책의 저자. 가버나움에서
로마를 위한 세금 징수원이었던 유
대인 마태는 아마도 헤롯 안디바를
위하여 일하였을 것이다. 그는 개종
하기 전에 알패오의 아들 레위로 알
려졌다(막 2:14). 예수의 제자로 부
름 받은 직후에 그는 잔치를 열었는
데 그 곳에 주가 참석하였다(마
9:9~13; 막 2:14~17; 눅 5:27~32). 마
태는 아마도 구약전서에 관해 폭 넓
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또
주의 생애에서 예언이 상세하게 성
취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사도로서
의 후반부 생애에 대해서는 거의 알
려진 것이 없다. 어떤 구전은 그가
순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태복음:신약전서의 첫 번째 책. 마
태의 복음서는 처음에는 아마 팔레
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사용
하도록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 책에
는 구약전서에서 인용한 구절이 많
이 있다. 마태의 주요 목적은 예수가
구약전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이야
기한 메시야임을 나타내 보이기 위
함이었다. 그는 또한 예수가 인간의
왕이자 심판자임을 강조하였다.



장별개요에대해서는“복음서”참조.

막대기(STICK), 에브라임의(OF

EPHRAIM). 에브라임－에브라임
또는 요셉의 막대기 참조

막대기(STICK), 유다의(OF

JUDAH). 유다－유다의 막대기
참조

막대기(STICK), 요셉의(OF

JOSEPH). 에브라임－에브라임
또는 요셉의 막대기 참조

만나(MANNA). 또한 생명의 떡;
출애굽기 참조

꿀 과자 맛(출 16:14~31) 또는 신선
한 기름 섞은 과자 맛(민 11:8)의 곱
고 얇은 낱알 같은 음식. 광야에서
지낸 사십 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먹이기 위해 주가 그것을 마련하여
주었다(출 16:4~5, 14~30, 35; 수
5:12; 니전 17:28).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이 무엇인
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그것이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만나(또는
히브리어로 만-후)라 불렀다(출
16:15). 그것은 또한“천사의 음식”
그리고“하늘에서 온 떡”이라 불리
었다(시 78:24~25; 요 6:31). 그것은
생명의 떡이 되실 그리스도에 대한
한 상징이었다(요 6:31~35).

만장일치(滿場一致, COMMON

CONSENT). 또한 예수 그리스도
교회; 지지함, 교회 지도자를
참조

교회 회원이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 뿐 아니라 그들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교회의 다른 결
정을 지지하는 원리로, 대체로 오른
손을 들어서 나타낸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에 머
리로 계신다. 성신의 영감을 통해서
중요한 행위와 결정에 있어서 교회
지도자들을 지시하신다. 그렇지만 교
회의 모든 회원은 그들의 지도자의
행위와 결정을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을권리와특권을가지고있다.
모든 백성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
르되, 출 24:3(민 27:18~19). 사도들
과 장로들이 모여 만장일치로 결정
함, 행 15:25. 교회의 동의 없이는 아
무도 성임될 수 없느니라, 교성
20:65~66. 모든 일은 만장일치로 행
해져야 하나니, 교성 26:2(교성
28:13). 만사를 일치된 찬성 또는 지
지에 따라 행하라, 교성 104:21.

말다툼(QUARREL). 다툼 참조

말라기(MALACHI)

주전 약 430년에 기록하고 예언한
구약전서의 선지자.
말라기서: 말라기서 또는 말라기 예
언은 구약전서의 마지막 책이다. 그
것은 네 가지 주요 주제를 다루고 있
다: ⑴ 이스라엘의 죄－말라기
1:6~2:17; 3:8~9; ⑵ 이스라엘의 불순
종 때문에 그들에게 임할 심판－말
라기 1:14; 2:2~3, 12; 3:5; ⑶ 순종에
대한 약속－말라기 3:10~12, 16~18;
4:2~3 그리고 ⑷ 이스라엘에 관련된
예언－말라기 3:1~5; 4:1, 5~6(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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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8:17; 조역 1:37~39).
그의 예언에서 말라기는 침례 요

한(말 3:1; 마 11:10), 십일조의 법(말
3:7~12), 주의 재림(말 4:5), 그리고
엘리야의 돌아옴(말 4:5~6; 교성 2;
128:17; 조역 1:37~39)에 관해 적었
다. 구주는 니파이인에게 말라기 3
장과 4장 모두를 인용하였다(3니
24~25).

말씀(WORD).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전세의 존재 참조

맛디아(MATTHIAS). 또한
사도－사도의 선정 참조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십이사도 정
원회의 일원으로 택함받은 사람(행
1:15~26). 그는 예수의 현세의 성역
기간 내내 제자였다(행 1:21~22).

맹세(OATH). 또한 성약; 신권의
맹세와 성약 참조

경전에서 사용되었듯이, 대체로 성
스러운 언약 또는 약속. 하지만 사탄
과 그의 사자들을 포함하여 사악한
사람들도 또한 그들의 악한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맹세를 한다. 구약 시
대에 맹세는 용인되는 것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하나님
또는 그의 창조물의 이름으로 맹세
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마
5:33~37).
내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
루어, 창 26:3. 사람이 결심하고 서약
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민 30:2. 그
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맹
세를 함, 느 10:29. 네 맹세한 것을 주

께 지키라, 마 5:33(전 5:1~2; 3니
12:33). 충실한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심, 히
6:13~18. 조램이 맹세하매, 우리의
두려움이 그쳤느니라, 니전 4:37. 암
몬 백성이 결코 피를 흘리지 않겠다
고 맹세를 하였음이요, 앨 53:11. 간
악한 니파이인들이 은밀한 맹세와
약속을 사탄과 맺음, 힐 6:21~30. 사
람은 신권의 맹세와 성약을 통하여
영생을 얻음, 교성 84:33~42. 약속의
성령에 의하여 인봉되지 아니한 일
체의 성약들, 계약들, 약정들, 의무
들, 맹세들은 사람이 죽을 때 끝이
남이니라, 교성 132:7.

맹세하다(SWEAR). 맹세; 모독;
신성을 모독하다, 신성모독 참조

멍에(YOKE). 또한 제자 참조
함께 묶기 위해 동물이나 사람의 목
에 두르는 장치. 그리스도의 멍에는
제자됨의 상징인 반면에 속박의 멍
에는 억압됨의 상징이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 11:29~30.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고후 6:14. 종
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 5:1. 아무에
게라도 속박의 멍에를 씌우기를 원
하지도 아니하노라, 앨 44:2. 성도의
고통은 쇠 멍에요, 강한 결박이며, 지
옥의족쇄니라, 교성 123:1~3, 7~8.

메삭(MESHACH). 또한 다니엘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
벳느고는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왕궁으로 끌려간 세



명의 이스라엘 청소년들이다. 메삭
의 히브리 이름은 미사엘이었다. 네
젊은이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취
하여 자기를 더럽히기를 거부하였다
(단 1).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에 의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
져졌으나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보
전되었다(단 3).

메시야(MESSIAH). 또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참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아람어 및 히브리어 단어. 신약전서
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불리우며,
이것은 그리스어로 메시야와 같은
의미이다. 그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고 유대인
들이 그 오심을 열렬히 기대하고 있
던 구원자를 의미한다.

많은 유대인은 오직 로마의 권력
으로부터 구해낼 구원자와 보다 큰
국가적 번영을 고대하고 있었다. 이
에 따라 메시야가 왔을 때 지도자와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를 거부하였
다. 오직 겸손하고 충실한 자들만이
나사렛 예수에게서 참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다(사 53; 마 16:16; 요
4:25~26).
메시야는 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
며 자유를 선포하실 것임, 사
61:1~3(눅 4:18~21). 우리가 메시야
를 만났다 하고(메시야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요 1:41(요 4:25~26). 하
나님께서 유대인 가운데 메시야 곧
달리 말하자면 구주를 일으키시리

라, 니전 10:4. 하나님의 아들은 장차
오실 메시야라, 니전 10:17. 구속은
거룩하신 메시야 안에서 거룩하신
메시야를 통하여 임하나니, 니후 2:6.
메시야는 … 때가 찰 때 오시느니라,
니후 2:26. 메시야께서 죽은 자 가운
데서 일어나사, 니후 25:14. 메시야의
이름으로 나는 아론 신권을 부여하
노라, 교성 13:1. 주가 말하기를－나
는메시야, 시온의왕이니, 모세 7:53.

멜기세덱(MELCHIZEDEK). 또한
멜기세덱 신권; 살렘 참조

홍수 이후, 아브라함의 시대에 살았
던 구약전서의 위대한 대제사장인
선지자이며 지도자. 그는 살렘(예루
살렘)의 왕, 평강의 왕, 의의 왕(멜기
세덱의 히브리어 의미), 그리고 지극
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불
리웠다.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침, 창 14:18~20. 멜기세덱의 백성
이 의를 이룩하였으며 또 하늘을 얻
음, 조성, 창 14:25~40.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이라, 히 5:6.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
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라, 히 7:1~3. 멜기세덱보다 더 큰
자가 없었나니, 앨 13:14~19. 아브라
함은 멜기세덱에게서 신권을 받았
고, 교성 84:14. 주의 이름을 존중하
여 옛 시대의 교회 회원은 대신권을
멜기세덱 신권이라 일컬었느니라,
교성 107:1~4.

멜기세덱 신권(神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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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면류관

(MELCHIZEDEK

PRIESTHOOD). 또한 멜기세덱;
신권; 장로 참조

멜기세덱 신권은 보다 높은 신권, 즉
대신권이다. 아론 신권은 소신권이
다. 멜기세덱 신권은 교회의 영적인
축복의 열쇠들을 갖고 있다. 보다 높
은 신권의 의식을 통하여 경건의 능
력이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교성 84:
18~25; 107:18~21).

하나님은 이 대신권을 아담에게
처음으로 나타내었다. 모든 경륜의
시대의 족장과 선지자들은 이 권세
를 가지고 있었다(교성 84:6~17). 그
것은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
를 따른 성신권이라 불리었다. 그것
은 훗날에 멜기세덱 신권으로 일컬
어지게 되었다(교성 107:2~4).

이스라엘 자손이 멜기세덱 신권
의 특권과 성약에 따라서 살지 않았
을 때, 주께서 보다 높은 율법을 거
두어 가셨으며, 소신권 및 보다 낮은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다(교성
84:23~26). 이러한 것들이 아론 신권
및 모세의 율법이라 불리웠다. 예수
가 지상에 왔을 때, 그는 멜기세덱
신권을 유대인에게 회복하였으며 또
그들 가운데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
였다. 하지만 신권과 교회는 배도를
거치면서 다시 사라지게 되었다. 그
것은 훗날 조셉 스미스 이세를 통하
여 회복되었다(교성 27:12~13;
128:20; 조역 1:73).

멜기세덱 신권에는 장로, 대제사,
축복사, 칠십인, 그리고 사도의 직분

이 있다(교성 107). 멜기세덱 신권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일부
로 항상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은 대신권 즉 멜기세덱 신권의
회장이며 그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
의 왕국에 관련된 모든 열쇠를 지닌
다. 회장의 부름은 한 시기에 오직
한 사람에게 주어지며, 그는 모든 신
권의 열쇠를 행사하도록 권세를 받
은 지상에서 유일한 사람이다(교성
107:64~67; 교성 132:7).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실 것임, 시
110:4(히 5:6, 10; 7:11). 멜기세덱 신
권이 복음을 관리함, 히 7(교성
84:18~25). 멜기세덱이 큰 신앙을 행
사하여 대신권의 직분을 받아, 앨
13:18. 멜기세덱 신권이 조셉 스미스
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부여됨, 교
성 27:12~13(조역 1:72). 이 신권은 맹
세와 성약으로 받음, 교성 84:33~42.
거기에는 두 가지 구분 곧 큰 항목이
있나니－멜기세덱 신권과 아론 신권
이니라, 교성 107:6. 멜기세덱 신권은
모든 영적 축복을 집행하는 권리를
지님, 교성 107:8~18. 모세, 일라이어
스, 그리고 엘리야가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신권 열쇠를 주
었음, 교성 110:11~16. 이제 내가 너
희에게 나의 신권에 속한 역원들을
주어 너희로 신권의 열쇠들을 지니게
하노니, 교성124:123.

면류관(冕旒冠, CROWN). 또한
영생 참조



통치자가 머리에 쓰는 원형 장신구.
그것은 해의 왕국의 권능, 지배, 신
격의 상징이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
을 지킴으로써 끝까지 견디는 사람
은 영생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참조 교성 20:14; 모세 7:56; 조마
1:1).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
었으므로, 딤후 4:8. 시들지 아니하
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라, 벧전
5:4.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의의 면류
관을 받을 것임, 교성 29:13. 그들은
나의 아버지의 거처에서 면류관을
받으리라, 교성 59:2. 주는 성도들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면류관에 이
르도록 준비시키심, 교성 78:15. 주
는 성도들에게 그의 우편에 있는 영
광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음, 교성
104:7.

멸망(滅亡, PERDITION). 멸망의
자식들 참조

멸망(滅亡)의 자식(子息)들(SONS

OF PERDITION). 또한 사망,
영적; 악마; 용서받지 못할 죄;
정죄; 지옥 참조

영원히 사탄과 함께 고통을 받게 될
그의 추종자들. 멸망의 자식들은 ⑴
사탄을 따랐고, 전세 동안의 모반으
로 인해 하늘에서 쫓겨난 자들, 그리
고 ⑵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
나도록 허락되었으나 그 후에 사탄
을 섬기고 또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돌아선 자들을 포함한다. 이 두 번째
에 속한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서 부

활할 것이나 둘째(영적) 사망에서 구
속받지 못할 것이며 영광의 왕국에
거하지 못하게 된다(교성 88:32, 35).
그 중의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요 17:12. 그들
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히 6:4~6(히 10:26~29). 자비
가 그 사람을 주장할 수 없나니, 그의
마지막 운명은 결코 그침이 없는 고
통을 견디는 것이 되리라, 모사
2:36~39. 그는 마치 구속이 이루어지
지 아니하였음과 같아, 모사 16:5. 이
득을 얻고자 그리스도의 기적을 부
인하는 자들은 멸망의 자식처럼 될
것이라, 3니 29:7. 그들은 이 세상에
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가 없다
하였나니, 교성 76:30~34(교성 84:41;
132:27). 그들은 둘째 사망에서 구속
받지 못할 유일한 자들이니라, 교성
76:34~48. 멸망의 자식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그를 부인하며, 교성
76:35. 멸망의 자식들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나타내신 후에 그를 부인함,
교성 76:43. 가인은 멸망이라 불리우
리라, 모세 5:22~26.

멸(滅)하는 자(者)(DESTROYER).
또한 악마 참조

사탄은 멸하는 자이다.
여호와께서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
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
라, 출 12:23. 멸하는 자는 수면을 타
고 있나니, 교성 61:19. 파수꾼은 멸
하는 자의 손에서 나의 포도원을 구
할 수 있었으리라, 교성 101: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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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모로나이, 몰몬의 아들

모독(冒瀆, PROFANITY). 또한
신성을 모독하다, 신성모독 참조

성스러운 것에 대한 무례 또는 경멸;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불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
령되게 부르지 말라, 출 20:7(니후
26:32; 모사 13:15; 교성 136:21). 어
찌하여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성약
을 욕되게 하느냐, 말 2:10.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때에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임, 마
12:34~37.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
니라, 약 3:10. 우리의 말이 우리를
정죄할 것이요, 앨 12:14(모사 4:30).
모든 사람은 나의 이름을 어떻게 입
술에 담을지 조심할지어다, 교성
63:61~62.

모로나이(MORONI), 대장(隊長,

CAPTAIN). 또한 자유의 기치
참조

몰몬경에 나오는 주전 약 100년경에
살았던 의로운 니파이인 군사령관.
모로나이가 온 니파이인 군대의 총
대장으로 임명됨, 앨 43:16~17. 니파
이인 병사들을 고무시켜 그들의 자
유를 위해 싸우게 함, 앨 43:48~50.
자신의 겉옷 조각으로 자유의 기치
를 만듦, 앨 46:12~13. 하나님의 사
람이었음, 앨 48:11~18. 나라의 자유
에 관한 정부의 무관심에 대해 정부
에 대해 노함, 앨 59:13.

모로나이(MORONI), 몰몬의 아들

(SON OF MORMON). 또한

몰몬, 니파이인 선지자; 몰몬경
참조

몰몬경에 나오는 마지막 니파이인
선지자(주후 421년경). 몰몬은 사망
직전에 몰몬의 판이라 불리우는 역
사 기록을 그의 아들 모로나이에게
전하였다(몰말 1:1). 모로나이는 몰
몬의 판의 편찬을 마쳤다. 그는 몰몬
서에 8장과 9장을 추가시켰다(몰
8:1). 그는 이더서를 요약하고 이를
포함시켰으며(이더 1:1~2) 모로나이
서라 불리우는 그 자신의 책을 덧붙
였다(모로 1:1~4). 모로나이는 판을
인봉하고 그것을 쿠모라 산에 감추
었다(몰 8:14; 모로 10:2). 1823년에
모로나이는 부활한 존재로서 몰몬
경을 조셉 스미스에게 드러내 보이
기 위해 보내어졌다(조역 1:30~42,
45; 교성 27:5). 그는 1823년부터
1827년까지 어린 선지자를 매년 가
르쳤으며(조역 1:54) 종국에는 1827
년에 판을 그에게 넘겨 주었다(조역
1:59). 번역을 완성한 후에 조셉 스
미스는 그 판을 모로나이에게 돌려
주었다.
모로나이서: 몰몬경에 있는 마지막
책. 마지막 니파이인 선지자 모로나
이가 기록하였다. 1~3장은 니파이인
의 최후의 멸망에 관해 말하고 있으
며 성신 및 신권의 부여에 관한 가르
침을 주고 있다. 4~5장은 성찬을 베
푸는 정확한 양식을 자세히 말하고
있다. 6장은 교회의 일을 요약하고
있다. 7~8장은 신앙, 소망 그리고 사
랑에 관한 몰몬의 가르침 그리고 선



과 악을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그의
가르침을 포함하여 복음의 첫째 원
리들에 관한 설교이며(모로 7), 어린
아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으
며 또 침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몰몬
의 설명이다(모로 8). 9장은 니파이
인 국가의 타락을 기술하고 있다. 10
장은 모로나이의 마지막 메시지이며
몰몬경의 참됨을 아는 방법이 실려
있다(모로 10:3~5).

모로나이하(MORONIHAH),

모로나이 대장(隊長)의 아들

(SON OF CAPTAIN MORNOI)

몰몬경에 나오는 의로운 니파이인
사령관(주전 60년 경)
모로나이는 자기 아들 모로나이하에
게 군대를 넘겼다, 앨 62:43. 제이라
헤믈라 성을 다시 점유함, 힐 1:33.
레이맨인을 회개하게 하고 그 땅의
지배권을 다시 얻음, 힐 4:14~20.

모사이야(MOSIAH), 베냐민의 아들

(SON OF BENJAMIN). 또한
모사이야의 아들들; 베냐민,
모사이야의 아버지 참조

몰몬경에 나오는 니파이 백성의 의
로운 왕이며 선지자. 모사이야는 그
의 아버지의 의로운 모범을 따랐다
(모사 6:4~7). 그는 야렛 백성의 기록
이 실려 있는 스물네 장의 금판을 번
역하였다(모사 28:17).
모사이야서: 몰몬경에 있는 책. 1~6
장에는 베냐민 왕이 그의 백성에게
주는 힘찬 설교가 담겨 있다. 주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으며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악을 행하
려는 바람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되
었다. 7~8장은 레이맨인 가운데서
살아 보려고 떠난 일단의 니파이인
에 관해 말하고 있다. 그들을 찾기
위한 탐색대가 파송되었으며, 탐색
대의 지도자 암몬이 그들을 발견하
여 레인맨인의 억압하에 그들이 겪
은 시련의 이야기를 들었다. 9~24장
은 억압과 그들의 지도자들 곧 지니
프, 노아, 그리고 림하이가 레이맨인
아래에서 어떻게 생활하였는가를 설
명하고 있다. 아빈아다이라 하는 선
지자의 순교가 또한 기록되어 있다.
앨마가 아빈아다이의 재판에서 마음
을 돌이켰다. 25~28장은 앨마의 아
들과 모사이야 왕의 네 아들이 마음
을 돌이키는 이야기가 자세히 설명
되어 있다. 29장에서 모사이야 왕은
판사 체제가 왕을 대신하여야 한다
고 권고하였다. 앨마의 아들 앨마가
초대 대판사로 선출되었다.

모사이야(MOSIAH), 베냐민의

아버지(FATHER OF

BENJAMIN). 또한 베냐민,
모사이야의 아버지;
제이라헤믈라 참조

몰몬경에 나오는 제이라헤믈라 백성
의 왕이 된 니파이인 선지자.
모사이야가 니파이 땅에서 도망하라
는 경고를 받음, 옴 1:12. 그가 제이라
헤믈라 백성을 발견함, 옴 1:14~15.
그가 제이라헤믈라 백성에게 자기의
언어를 배우게 함, 옴 1:18. 그가 연합
된 백성들의 왕으로 지명됨, 옴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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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죽음 이후에 그의 아들, 베냐민
이다스림, 옴 1:23.

모사이야의 아들들(SONS OF

MOSIAH). 또한 모사이야,
베냐민의 아들; 아론, 모사이야의
아들; 암몬, 모사이야의 아들;
옴너; 힘나이 참조

몰몬경에 나오는 모사이야 왕의 네
아들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회개할 것을 외친 후에 마음을 돌이
켰다. 그들의 이름은 암몬, 아론, 옴
너, 힘나이였다(모사 27:34). 그들은
레이맨인에게 십사 년 동안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하였다. 레이맨인 가
운데서의 그들의 성역이 앨마서 17
장에서 26장까지 기록되어 있다.
과거에 그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
애썼던 믿지 아니한 자들이었음, 모
사 27:8~10(앨 36:6). 그들이 천사에
게서 꾸짖음을 받고 회개함, 모사
27:11~12, 18~20. 그들이 레이맨인
들에게 전파하도록 허락을 받음, 모
사 28:1~7.

모세(MOSES). 또한 모세오경;
모세의 율법; 변형－그리스도의
변형; 십계명; 아론, 모세의 형
참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속박에서
인도해 내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
신 대로 종교, 사회 및 음식에 관한
율법을 준 구약전서의 선지자.

모세의 성역은 자신의 필멸의 생
애가 가진 제한을 뛰어 넘어서까지
펼쳐졌다. 조셉 스미스는 그가 엘리

야와 더불어 변형의 산에 와서 베드
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신권 열쇠
를 수여하였다고(마 17:3~4; 막
9:4~9; 눅9:30; 교성63:21) 가르쳤다.

1836년 4월 3일 모세는 오하이오
주의 커틀랜드 성전에서 조셉 스미
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
이스라엘의 집합의 열쇠를 수여하였
다(교성 110:11).

후일의 계시는 모세에 관해서 많
은 것을 말하고 있다. 그는 몰몬경에
자주 인용되고 있으며 교리와 성약
에서 우리는 그의 성역과 더불어(교
성 84:20~26) 그가 장인 이드로에게
서 신권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교성
84:6).

또한 후일의 계시는 이스라엘의
자녀들 사이에서 행한 그의 성역에
관한 성경의 기사를 확인해 주고 있
으며, 그가 구약전서가 시작되는 첫
다섯 권의 저자라는 사실을 재확인해
주고있다(니전5:11; 모세1:40~41).
바로의 딸이 구해 줌, 출 2:1~10. 미
디안으로 도피함, 출 2:11~22. 주의
천사가 타는 떨기 나무 속에서 그에
게 나타남, 출 3:1~15. 애굽인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공언함, 출
7~11. 주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심, 출
12:1~30.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 인
도해 냄, 출 14:5~31. 주께서 광야에
서 만나를 보내심, 출 16. 호렙에서
바위를 쳐 물이 나오게 함, 출
17:1~7. 아론과 훌이 그의 팔을 들어
올려 여호수아로 하여금 아말렉을
이기게 함, 출 17:8~16. 이드로가 그



에게 권고함, 출 18:13~26. 백성을
준비시켜 시내 산에 주께서 나타시
게 함, 출 19. 주께서 그에게 십계명
을 계시하심, 출 20:1~17 그와 70 장
로가 하나님을 뵘, 출 24:9~11. 계명
의 돌 판을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파
괴함, 출 32:19~20. 하나님을 대면하
여 대화함, 출 33:9~11. 예수께서 변
형되실 때 나타남, 마 17:1~13(막
9:2~13; 눅 9:28~36). 모세와 같이 강
하게 되자, 니전 4:2. 그리스도는 하
나님께서 일으키실 모세와 같은 선
지자임, 니전 22:20~21(3니 20:23;
신 18:15). 이스라엘을 계시로써 인
도함, 교성 8:3. 고귀한 영들 가운데
있는 것이 보였음, 교성 138:41. 얼굴
을 마주하여 하나님을 봄, 모세 1:2,
31. 독생자의 형상과 닮음, 모세 1:6,
13. 창조에 관하여 그에게 계시된 것
들을 기록해야 했음, 모세 2:1.
모세서: 값진 진주에 있는 책으로 창
세기 첫 일곱 장에 대한 조셉 스미스
의 영감역이 실려 있다.

1장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의 계획 전체
를 밝힌 시현이 기록되어 있다. 2~5
장은 창조와 인간의 타락의 기사이
다. 6~7장에는 에녹과 그의 지상 성
역에 관한 시현이 실려 있다. 8장에
는 노아와 대홍수에 관한 시현이 실
려있다.
모세의 다섯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첫 다섯 권은
모세의 책으로 알려져 있다. 니파이

가 라반에게서 취한 놋쇠판에는 모
세의 책이 포함되어 있었다(니전
5:11).
니파이가 모세의 책에 적혀진 많은
것을 읽음, 니전 19:23.

모세오경(五經)(PENTATEUCH).
또한 구약전서; 레위기; 모세서;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처음 다섯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주어진 이름. 유대인들은
이 책들을 토라 또는 이스라엘의 율
법서라 일컬었다. 모세가 이것들을
기록하였다(니전 5:10~11).

모세의 율법(律法)(LAW OF

MOSES). 또한 모세; 아론 신권;
율법;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참조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들이
순종하려 하지 않았던 보다 높은 율
법을 대신해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
을 주었다(출 34; 조성, 출 34:1~2; 조
성, 신 10:2). 모세의 율법은 사람들
에게 그들의 의무와 책임을 상기시
키기 위해 많은 원리, 규칙, 의식, 예
식, 그리고 상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그리
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
한 그들의 의무를 상기시켜 주도록
마련된 현세적인 계명과－희생 제사
를 포함한(레 1~7)－의례를 담고 있
다(모사 13:30). 십계명과 높은 윤리
적 도덕적 가치를 지닌 다른 많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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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들이 그러하듯 신앙, 회개, 물의
침례, 그리고 죄 사함은 이 율법의
일부였다. 의식에 관한 많은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과 부활 때에
성취되었으며, 그것은 피 흘림에 의
한 희생을 끝내는 것이었다(앨
34:13~14). 율법은 아론 신권하에 집
행되었으며 또 그리스도를 믿는 사
람들을 데려오기 위한 예비적 복음
이었다.
처음에 있던 것같이 그들에게 율법
을 주리라. 그러나 육신에 속한 계명
의 율법을 좇은 것이 되리니, 조성,
출 34:1~2.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
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갈
3:19~24.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
며 굳건함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고
대하느니라, 니후 25:24~30. 구원이
모세의 율법만으로는 오지 아니하나
니, 모사 12:27~13:32. 내 안에서 모
세의 율법이 이루어짐이라, 3니
9:17.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이 내 안
에서 끝났음이라, 3니 15:1~10. 불순
종으로 인하여 주께서 모세와 성 신
권을 이스라엘 자녀 가운데서 취하
시고, 육신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남
겨 두심, 교성 84:23~27.

모압(MOAB). 또한 롯 참조
사해의 동쪽에 위치해 있는 구약 시
대의 땅. 모압 사람은 롯의 후손이며
이스라엘 사람과 동족 관계에 있다.
그들은 히브리어와 비슷한 언어를
사용한다. 모압 사람과 이스라엘 사
람 사이에 전쟁 상태가 계속되었다
(삿 3:12~30; 11:17; 삼하 8:2; 왕하

3:6~27; 대하 20:1~25; 사 15).

모퉁잇돌(CORNERSTONE). 또한
예수 그리스도 참조

건물의 기초의 모퉁이를 형성하는
주춧돌. 예수 그리스도는 우두머리
모퉁잇돌이라고 일컬어진다(엡
2:20).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
릿돌이 되었나니, 시 118:22(마
21:42~44; 막 12:10; 눅 20:17; 행
4:10~12). 유대인들이 모퉁잇돌을
버림, 야곱 4:15~17.

목자(牧者, SHEPHERD). 또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참조

상징적으로, 주의 자녀를 보살피는
사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 23:1. 목
자들은양떼를먹여야함, 겔34:2~3.

몰몬(들)(MORMON[S]). 또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 교회 참조

몰몬이라는 별칭은 교회 회원이 아
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
도 교회의 회원들을 지칭하기 위해
만들었다. 그 이름은 고대 선지자 몰
몬이 편집한, 몰몬경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룩한 경전에서 비롯되었
다. 교회의 회원들이 알려져야 한다
고 주께서 주신 이름은“성도”이다.
교회의 올바른 이름은 예수 그리스
도 후기 성도 교회이다.

몰몬(MORMON), 경전(經典,

BOOK OF). 몰몬경 참조



몰몬(MORMON), 니파이인

선지자(先知者)(NEPHITE

PROPHET). 또한 몰몬경 참조
몰몬경에 나오는 니파이인 선지자,
장군, 기록 보존자. 몰몬은 주후 약
311~385년에 살았다(몰 1:2, 6;
6:5~6; 8:2~3). 그는 15살에 시작하
여 대부분의 그의 생애 동안 군사 지
도자였다(몰 2:1~2; 3:8~12; 5:1;
8:2~3). 앰마론은 몰몬으로 하여금
기록과 기록 보관을 맡기 위해 스스
로를 준비하도록 가르쳤다(몰
1:2~5; 2:17~18). 그 자신의 생애의
역사를 기록한 후에 몰몬은 니파이
의 큰 판을 몰몬의 판에 요약하였다.
그는 훗날 이 신성한 기록을 그의 아
들 모로나이에게 물려주었다. 이 판
은 조셉 스미스가 몰몬경을 번역한
기록의 일부이다.
몰몬의말씀: 몰몬경에 있는 짧은 책.
옴나이서에 있는 아맬리카이의 마지
막 말씀과 모사이야서에 있는 처음
말씀 사이에 있으며, 모든 기록의 편
집자인 몰몬이 이 짧은 분량을 삽입
했다. (몰몬경의 앞부분에 있는“몰
몬경에 대한 간단한 해설”참조).
몰몬서: 몰몬경으로 알려진 경전 안
에 있는 별개의 책. 1~2장은 니파이
인들의 한 선지자로 몰몬에게 언제
어디서 판을 얻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가르쳤던 앰마론에 대해 말하고 있
다. 또한 큰 전쟁이 시작되었으며,
백성들의 사악함 때문에“세 니파이
인”이 사라졌다. 3~4장은 백성들에
게 회개를 외치는 몰몬에 관해 말하

고 있다. 그러나 백성들은 마음이 무
뎌졌으며 과거의 이스라엘에서보다
더 큰 사악함이 퍼졌다. 5~6장은 니
파이인들과 레이맨인들 사이의 마지
막 전쟁을 기록하고 있다. 몰몬은 니
파이인 국가의 대부분의 사람과 함
께 죽임을 당하였다. 7장에서 몰몬
은 죽기전에 당시와 미래의 사람들
에게 회개를 외치고 있다. 8~9장은
마지막으로 오직 몰몬의 아들 모로
나이 만이 남았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는 니파이 백성의 종말을 포함하
여 죽음 및 대학살의 마지막 장면들
을 기록하였으며 미래의 세대들 및
이 기록의 독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를 적었다.

몰몬경(經)(BOOK OF MORMON).
또한 경전; 금판; 몰몬, 니파이인
선지자; 몰몬경의 증인들;
에브라임－에브라임 또는
요셉의 막대기; 정경; 조셉
스미스 이세; 판 참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받
아들이고 있는 네 권의 경전 가운데
한 책. 이 책은 몰몬이라는 고대 선
지자가 미대륙 고대 주민들의 기록
을 간추린 것이다. 이 책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 씌어졌
다.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이 책
을 번역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
책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형제들에게 몰몬경은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고,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

82몰몬, 니파이인 선지자



83 몰몬경의 증인들

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
고 말씀드렸습니다.”(몰몬경의 앞부
분에 있는 소개 참조.)

몰몬경은 구세계에서 미대륙으
로 이주하였던 세 무리의 백성에 관
한 종교적 기록이다. 이 무리들은 그
들의 종교적 및 세속적 역사를 금속
판에 기록하였던 선지자들에 의해
인도되었다.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
도가 부활한 후에 미대륙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방문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방문 이후에 이백
년 간의 평화 시대가 이어졌다.

마지막 니파이인 선지자요 역사
가인 모로나이는 이러한 백성들의
요약된 기록을 인봉하고 그것들을
서기 421년 경에 숨겼다. 1823년 부
활한 모로나이는 조셉 스미스를 방
문하였으며 훗날 이러한 고대의 신
성한 기록들을 그에게 전달하여 번
역하게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으로서 세상에 내놓게
하였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
을 넘었도다, 창 49:22~26. 진리는 땅
에서 솟아나고, 시 85:11(몰 8:16; 모
세 7:62). 여호와께서 여러 나라에 기
치를 세우시고 그들을 오게 하실 것
이라, 사 5:26.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
에서 날 것이라, 사 29:4(니후
26:14~17). 모든 시현이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사 29:11(사
29:9~18; 니후 27:6~26). 요셉의 막대
기와 유다의 막대기가 여호와의 손
에서 하나가 되리라, 겔 37:15~20.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
게 있어, 요 10:16(3니 15:16~24). 몰
몬경과 성경은 함께 자랄 것임, 니후
3:12~21. 주의 말씀이 땅 끝까지 울
려 나아갈 것임, 니후 29:2. 주께서
몰몬경을 레이맨인들에게 전하시겠
다고 이노스와 성약을 맺으심, 이노
1:15~16. 몰몬경은 우리로 성경을 믿
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인 바,
몰 7:9. 몰몬경은 세상에 대하는 증거
가 될 것이라, 이더 5:4. 이 기록이 참
되지 아니한지 하나님께 간구하여
보라, 모로 10:4. 그리스도께서 몰몬
경이 참됨을 증언하심, 교성 17:6. 몰
몬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함이 실려 있나니, 교성 20:9(교
성 20:8~12; 42:12). 우리는 몰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신개 1:8.

몰몬경의 증인(證人)들

(WITNESSES OF THE BOOK

OF MORMON). 또한 몰몬경;
증거 참조

주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몰몬경의 신성에
관하여 증언할 것을 명하셨다(교성
17; 128:20). 몰몬경 앞부분의“소
개”에 있는 이 증인들의 증언을 참조
할 것.
세 사람의 말로써 내가 내 말을 확립
하리라, 니후 11:3. 사람의 자녀들에
게 그의 말씀을 증거할 증인들, 니후
27:12~13. 세 증인의 입으로 이 일이
확립되리니, 이더 5:4. 신앙으로써 세
증인은 판을 보게 될 것임, 교성 17.



몸(BODY). 또한 부활; 영혼; 육체적
사망; 필멸의, 필멸 참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살과
뼈로 된 필멸의 육체적 구조물로, 영
과 결합하여 살아 있는 사람을 구성
한다. 모든 남성과 여성의 육체적 몸
은 부활 시에 그들의 영과 영원하게
재결합될 것이다. 경전은 때때로 몸
과 영을 합하여 영혼이라 칭하고 있
다(창 2:7; 교성 88:15; 모세 3:7, 9,
19; 아브 5:7).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
을 지으시고, 창 2:7(모세 3:7).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눅
24:39. 내가 내 몸을 훈련시켜 복종
하게 하였음, 고전 9:27.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고전
15:44.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약 2:26. 죽어야 하는 몸이 죽지 아니
할 몸으로 일으키심을 받나니, 앨
11:43~45. 육신의 각 부분이 회복될
것임, 앨 41:2. 예수께서 그 부활한
몸을 니파이인들에게 보이심, 3니
10:18~19; 11:13~15. 아버지는 사람
의 것과 같은 만져 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으며 아들도 그러
하시니라, 교성 130:22.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몸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음, 모세 6:9(창 9:6).

무궁(無窮, ENDLESS). 또한
하나님, 신회 참조

하나님의 영원한 본질을 말해주는
그 의 이 름 가 운 데 하 나 (교 성
19:10~12; 모세 1:3; 7:35).

무덤(GRAVE). 또한 부활 참조
필멸의 육체가 매장된 장소. 속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무덤에서 부
활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무덤들이 열
리고 많은 몸이 일어났음, 마 27:
52~53(3니 23:9~13). 사망아 너희 승
리가 어디 있느냐, 고전 15:55. 무덤
이 그 죽은 자를 반드시 내어놓으리
라, 니후 9:11~13. 자기의 무덤 속에
서 잠자던 자들이 나아오리니, 교성
88:97~98. 침례반은 무덤의 상징임,
교성 128:12~13.

무소부재(無所不在,

OMNIPRESENT). 또한 하나님,
신회 참조

그의 영을 통하여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시 139:7~12; 교
성 88:7~13, 41).

무죄(無罪, INNOCENCE),

무죄한(INNOCENT)

흠 없음 또는 죄 없음.
타락 이전에 아담과 이브는 무죄한
상태에 있었음, 니후 2:23. 무죄한 자
들의 피가 증거가 될 것이요, 앨
14:11. 모든 사람의 영은 태초에 무
죄하였으며, 교성 93:38. 죄 없는 자
가 불의한 자와 더불어 정죄받아서
는 아니됨, 교성 104:7. 조셉과 하이
럼 스미스는 아무 죄도 범하지 아니
하여 무죄하였으며, 교성 135:6~7.
어린아이는 창세로부터 온전함이니
라, 모세 6:54.

84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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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RAINBOW). 또한 노아,
성경의 족장; 방주; 홍수, 노아
시대의 참조

하나님이노아와맺은성약의표적또
는표시(창9:13~17).조성, 창9:21~25
는지구가결코다시는홍수로덮이지
않을 것이며, 에녹의 시온이 돌아올
것이며, 주가 다시 오셔서 지상에 거
할것이라는약속이이성약에포함되
어있다고설명하고있다.

묵시록(默示錄, APOCALYPSE).
또한 요한계시록 참조

신약전서에 나오는 마지막 책인 계
시의 책. 또한 다른 놀라운 계시를
의미할 수도 있으며“드러냄”또는

“덮개가 열림”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단어에서 유래.

뮬레크(MULEK). 또한 시드기야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의
아들(주전 589년 경). 성경은 시드기
야의 모든 아들들이 살해당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나(왕하 25:7), 몰몬경
은 뮬레크가 살아남았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힐 8:21).
제이라헤믈라는 뮬레크의 후손이었
음, 모사 25:2. 뮬레크 백성이 니파이
인과 합쳐짐, 모사 25:13. 주께서 뮬
레크를 북쪽 땅으로 데려 오셨음, 힐
6:10.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뮬레크
를 제외하고 모두 죽임을 당하였음,
힐 8:21.

므낫세(MANASSEH). 또한
에브라임; 요셉,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아스낫과 애굽으
로 팔려간 요셉 사이의 맏아들(창
41:50~51). 그와 그의 동생 에브라임
은 야곱(이스라엘)의 손자였으나 그
에게 입양되어 마치 그들이 그 자신
의 아들인 것처럼 축복을 받았다(창
48:1~20).
므낫세 지파: 므낫세의 후손은 이스
라엘의 지파들 가운데 헤아림을 받았
다(민 1:34~35; 수 13:29~31). 요셉의
지파,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모세의 축복이 신명기 33:13~17에 기
록되어 있다. 그들에게 할당된 땅의
일부는 요단강의 서쪽에 있었으며 에
브라임 옆에 있었다. 그들은 또 바산
과 길르앗의 풍부한 목초지가 있는
요단강 동쪽에 정착지를 가지고 있었
다. 마지막 날에 므낫세 지파는 흩어
진 이스라엘을 집합시키는 일에서 에
브라임 지파를 보조할 것이다(신
33:13~17). 몰몬경의 선지자 리하이
는므낫세의후손이었다(앨10:3).

므두셀라(METHUSELAH). 또한
에녹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에녹의 아들. 므
두 셀 라 는 969년 을 살 았 다 (창
5:21~27; 눅 3:37; 모세 8:7). 그는 에
녹성이 하늘로 들리워질 때 지상에
남겨졌던 의로운 선지자였다. 그는
노아가 나오게 될 후손을 잇기 위해
서 지상에 남았다(모세 8:3~4).

미가(MICAH)

구약전서에 나오는 선지자. 그는 유



대 평야 지대에 있는 가드모레셋 사
람이었으며 히스기야가 왕일 때 예
언을 하였다(미 1:1~2).
미가서: 미가서는 구약전서에서 메시
야가 태어날 장소로 베들레헴을 지목
한 유일한 책이다(미 5:2). 이 책에서
주는 그의 백성을 훈계하고 과거의
그의 선하심을 그들에게 자세히 열거
하여 주셨다. 그는 그들에게 정의, 인
자, 겸손을요구하였다(미6:8).

미가엘(MICHAEL). 또한 아담;
천사장 참조

아담이 전세에서 알려졌던 이름. 그
는 천사장이라 불리었다. 히브리어
로 이 이름은“하나님과 같은 이”를
의미한다.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다니엘을도와주므로, 단 10:13,
21(교성 78:16). 마지막 날에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단 12:1. 천
사장 미가엘이 마귀와다투어, 유 1:9.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계 12:7(단 7). 미가엘은 아담
임, 교성 27:11(교성 107:53~57;
128:21). 주의 천사장 미가엘이 그의
나팔을 울리리니, 교성 29:26. 미가엘
이 자기 군대를 집합시켜 사탄과 싸
울 것임, 교성 88:112~115. 악마를 간
파한 미가엘의 음성이 들림, 교성
128:20.

미리암(MIRIAM). 또한 모세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모세의 누이(민
26:59).
갈대로 만들어진 상자를 지켜봄, 출

2:1~8. 소고를 가지고 여인들을 인도
함, 출 15:20~21. 모세에 대하여 불
평하여서 나병에 걸렸으나 후에 낫
게 됨, 민 12:1~15(신 24:9).

미워하다(HATE), 미움(HATRED).
또한 복수; 사랑; 적개심 참조

미움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대
하여 강하게 싫어하는 것이다.
나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
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이르게 하거니와, 출 20:5. 여호와께
서 미워하시는 것이 예닐 곱 가지이
니, 잠 6:16.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
신여기느니라, 잠 15:20. 그는 멸시
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사 53:3.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 마 5:44. 혹 이를 미워
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마 6:24.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마
10:22.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
워하여, 요 3:20. 누구든지 네 연소함
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딤전
4:12. 그들이 부유하므로, 가난한 자
를 멸시하며, 니후 9:30. 하나님의 계
시를 경멸히 여기지 말라, 야곱 4:8.
우리를 대하여 영원한 증오를 가졌
음이라, 야곱 7:24. 사람이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하며, 그의 말씀을 경멸
함, 교성 3:7. 내가 시현을 보았다고
말함으로써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
았음, 조역 1:25.

미주리(MISSOURI) 주(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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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믿음, 믿다

새 예루살렘 참조

민수기(民數記, NUMBERS). 또한
모세오경 참조

구약전서의 네 번째 책. 모세가 민수
기를 기록하였다. 민수기는 시내 산
에서부터 가나안의 경계에 있는 모
압 평지까지의 이스라엘의 여행 이
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이것이 가르
치고 있는 중요한 교훈들 가운데 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성공적
으로 지내려 한다면 주의 약속들을
믿으면서 신앙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자세히 말
하고 있으며 또 이스라엘 사람의 율
법에 관한 지식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 책의 이름은 조사된 인구 숫자가
두드러진 것에서 유래되었다(민
1~2, 26).

1~10장은 시내 산에서 출발하는
이스라엘의 준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11~14장은 그 행진, 가나안으
로 첩자를 보낸 것,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을 기술하고 있다. 15~19장은 여러
율법과 역사적 사건들로 유명하다.
20~36장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마지막 해의 역사이다.

믿음(BELIEF), 믿다(BELIEVE).
또한 믿지 않음; 신뢰; 신앙; 예수
그리스도 참조

어떤 사람을 믿는 신앙을 가지거나
어떤 것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 받기 위

해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를 믿어야 한다(교성 20:29).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
하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대하
20:20. 다니엘이 사자 굴에서 몸이
상하지 아니하였음이니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단 6:23. 네
믿은 대로 되라, 마 8:13. 너희가 기
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 21:22.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막 5:36. 믿는 자
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음,
막 9:23~24.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
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막 16:16(니
후 2:9; 3니 11:33~35). 하나님의 아
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요 3:16, 18, 36(요 5:24; 교성
10:50). 우리가 주께서 그리스도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요 6:69. 나
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
11:25~26.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
식에 들어가는도다, 히 4:3. 예수 그
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라, 요1
3:23. 메시야가 그를 믿는 자는 하나
도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니후 6:14.
유대인들이 설득되어 그리스도를 믿
을 때까지 핍박을 받을 것임, 니후
25:16. 만일 너희가 이러한 것을 믿
는다면 너희는 이를 행하도록 하라,
모사 4:10. 아들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의 범법을 짊어지심, 앨 11: 40.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복이 있음, 앨
32:16. 너희가 믿기를 바라는 것 이
상은 할 수 없을지라도, 이 바람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게 하기를, 앨
32:27.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
으면 너희는 회개하리니, 힐 14:13.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또한 아버지
를 믿나니, 3니 11:35. 사람이 결코
야렛의 형제와 같이 주를 믿지 아니
하였음이라, 이더 3:15. 그리스도를
믿도록 설득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
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
은 것이라, 모로 7:16~17. 주의 말을
믿는 자에게는 영의 나타냄이 주어
질 것임, 교성 5:16. 주의 이름을 믿
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교
성 11:30(요 1:12). 어떤 이에게는 다
른 사람의 말을 믿게 해 주나니, 교
성 46:14. 표적은 믿는 자에게 따름,
교성 58:64(교성 63:7~12). 믿고 회
개하고 침례를 받는 자는 성신을 받
게 될 것임, 모세 6:52.

믿지 않음(UNBELIEF). 또한 믿음,
믿다 참조

하나님과 그의 복음에 대한 신앙의
결여.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
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
니라, 마 13:58. 믿음이 작은 까닭에
예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함. 마 17:14~21.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막 9:23~24. 예수
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으로 그의 사도들을 꾸짖
으시니, 막 16:14. 믿지 아니함이 하
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롬
3:3. 한 사람이 죽는 것이 한 민족이
믿지 않음에 빠져들어 멸망되는 것

보다 나으니라, 니전 4:13. 그들이 믿
지 않음에 빠져들 때가 이르면, 그들
로 하여금 흩음을 당하며 치심을 입
게 하실 것이라, 니후 1:10~11(교성
3:18).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
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던지라, 모사 26:1~5. 내가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처
럼 큰 기적을 유대인들에게 보일 수
없었도다, 3니 19:35. 과거에는 너희
마음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
두워졌나니, 교성 84:54~58.

바깥 어둠(OUTER DARKNESS).
지옥 참조

바나바(BARNABAS)

구브로 출신의 레위 사람 요셉(또한
요스라 불리움)에게 주어진 이름으
로 그는 그의 땅을 팔아서 그 대금을
사도들에게 주었다(행 4:36~37). 비
록 초대 십이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
은 아니었으나 그는 사도가 되었으
며(행 14:4, 14) 또 여러 번의 선교 여
행을 다녀왔다(행 11:22~30; 12:25;
13~15; 고전 9:6; 갈 2:1, 9; 골 4:10).

바돌로메(BARTHOLOMEW). 또한
나다나엘 참조

신약전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 십이사도 가운데 한 사람(마
10:2~4).

바라바(BARABBAS)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대신
석방되었던 사람의 이름. 바라바는
폭동 선동자, 살인자 그리고 도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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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마 27:16~26; 막 15:6~15; 눅
23:18~25; 요 18:40).

바로(PHARAOH). 또한 애굽;
애굽투스 참조

함의 딸인 애굽투스의 맏아들(아브
1:25). 또한 애굽의 왕들에게 주어진
칭호(아브 1:27).

바리새인(PHARISEES). 또한
유대인 참조

신약전서에 나오는 유대인들 가운데
있던 한 종교적 무리로 그들의 이름
은 분리 또는 떨어져 있음을 의미하
고 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
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또 이방인과
연관되는 어떠한 것도 피하고 있음
을 스스로 자랑으로 여겼다. 그들은
사망 이후의 생, 부활, 그리고 천사
들 및 영들의 존재를 믿었다. 그들은
구전된 율법과 전통이, 기록된 율법
과 똑같이 중요한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가르침은 종교를 규칙의 준
수로 격하시켰으며 또 영적인 교만
을 부추겼다. 그들은 많은 유대인들
로 하여금 그리스도 및 그의 복음을
의심하게 하였다. 주께서 마태복음
23; 마가복음 7:1~23; 그리고 누가복
음 11:37~44에서 바리새인들과 그들
의 행위를 비난하셨다.

바벨(BABEL), 바벨론(BABYLON).
또한 느부갓네살; 세상 참조

바빌로니아의 수도.
바벨은 니므롯이 창건하였으며

메소보다미아 또는 시날 땅에서 가
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창

10:8~10). 주께서 사람들이 바벨탑
을 짓던 때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
다(창 11:1~9; 이더 1:3~5, 33~35).
바벨론은 훗날 느부갓네살의 수도가
되었다. 그는 거대한 도시를 세웠는
데 그 유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 바
벨론은 매우 사악한 도시가 되어서
이후로는 세상의 사악함을 상징하기
에 이르렀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렘 51:6. 바벨론이 세워질 것이고 또
무너질 것임, 계 17~18. 바벨론도 멸
망할 것인즉, 니후 25:15. 바벨론은
멸망하리라, 교성 1:16. 바벨론에 남
아 있는 자는 하나도 살려 두지 아니
하리라, 교성 64:24. 바벨론에서 나
가라, 교성 133:5, 7, 14.

바알(BAAL). 또한 우상 숭배 참조
베니게에서 주로 숭배되던 남성 태양
신이지만(왕상 16:31) 여러 장소에서
다른 방법으로 숭배되기도 하였다.
모압 사람은 바알브올(민 25:1~3), 세
겜에서는바알브릿으로(삿8:33; 9:4),
에그론에서는 바알세붑으로(왕하
1:2) 숭배되었다. 바알은 바벨론의 벨
및 그리스의 제우스와도 같을 수 있
다. 바알이라는 단어는 주인과 그의
노예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다. 바알
에 대한 통상적인 상징은 황소이다.
아스다롯은 바알과 더불어 일반적으
로숭배되던여신이었다.

바알은 때때로 또 다른 이름 또는
바알과 연관성을 나타내는 단어, 즉
그가 숭배되던 장소 또는 바알에게
속한 속성을 지닌 사람과 같은 단어



와 결합되었다. 훗날에 바알이 매우
악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보셋이라는 단어가 그 결합된 이름
안에서 그것을 대체하게 되었다. 보
셋은“수치”라는 의미이다.

바울(PAUL). 또한 바울의 서한 참조
신약전서의 사도. 바울의 히브리 이
름은 사울이었으며, 그는 이방인에
대한 선교 사업을 시작할 때까지 그
이름을 유지하였다. 그는 그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
의 시현을 본 후에 진리로 돌이켰다.
바울은 중요한 선교 여행을 세 번 하
였으며 또 성도들에게 많은 편지를
썼다. 이러한 편지들 가운데서 14개
가 오늘날 신약전서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그는 결국에는 죄수로서 로마
까지 이송되어서 주후 65년 봄에 죽
임을당한것으로추정된다.
스데반을 돌로 침을 마땅히 여김, 행
7:57~8:1. 성도들을 박해함, 행 8:3.
다메섹으로 여행하고 있을 때 예수
께서 그에게 나타나심, 행 9:1~9. 아
나니아에게서 침례를 받음, 행
9:10~18. 아라비아로 물러난 후에 전
도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돌아옴, 행
9:19~25(갈 1:17). 마음을 돌이킨지
삼 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감, 행
9:26~30(갈 1:18~19). 세 번의 선교
여행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
제국의 여러 곳에 교회의 지부를 조
직함, 행 13:1~14:26; 15:36~18:22;
18:23~21:15. 세 번째 선교 사업 후
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붙잡
혀서 가이사랴로 보내어짐, 행

21:7~23:35. 가이사랴에서 이 년 동
안 감옥에서 지냄, 행 24:1~26:32. 재
판을 위해 로마로 보내어지고 또 도
중에 배가 난파되어 고난을 겪음, 행
27:1~28:11.

바울의 서한(書翰)(PAULINE

EPISTLES). 또한 개별 서한의
제목들; 바울 참조

원래 사도 바울이 교회 회원에게 쓴
편지로 신약전서에 있는 열네 권의
책. 이 편지들은 다음과 같이 네 종
류로 나뉘어진다.
데살로니가 전서 및 후서(주후
50~51년)
바울은 이 서한들을 제2차 선교 여
행 동안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성
도들에게 썼다. 데살로니가에서의
그의 행적이 사도행전 17장에 기술
되어 있다. 그는 데살로니가로 돌아
가고 싶었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
다(살전 2:18). 따라서 그는 디모데
를 보내어 개종자를 격려하고 또 그
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관한
소식을 그에게 가져오게 하였다. 첫
번째 서한은 디모데의 돌아옴에 대
한 그의 감사의 결과이다. 두 번째
서한은 그 얼마 후에 씌여졌다.
고린도전서및후서, 갈라디아서, 로
마서(주후55~57년)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있던
질문에 답하고 또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바울은 이 서한들을 제3차 선교
여행동안고린도인들에게썼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낸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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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많은 교회
에게 씌어진 것이다. 교회의 일부 회
원들은 유대 율법을 찬성하여 복음
을 저버리고 있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모세의 율법의 목적과 영적
종교의 가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의 성도
들에게 서한을 썼는데, 이는 부분적
으로 바울이 소망하였던, 로마 성도
들에 대한 방문을 위해 이들을 준비
시키기 위함이었다. 이 편지는 또한
기독교로 개종한 일부 유대인들에
의해 논쟁이 되고 있는 교리들을 재
확인하고 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
몬서, 히브리서(주후60~62년)
바울은 이 서한들을 처음 로마의 감
옥에 있는 동안 썼다.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그의 감사
와 애정을 주로 표하고 또 그의 장기
간의 투옥에 대해 실망하고 있는 그
들을 격려하기 위해 바울은 이 편지
를 빌립보인들에게 썼다.

골로새 성도들이 심각한 오류에
빠져들고 있다는 보고의 결과로서 바
울은 이 편지를 골로새인들에게 썼
다. 그들은 온전함이 그리스도와 같
은 성품의 발전에 의해서 라기보다는
외형적 의식들에 대한 세심한 준수만
으로오게된다고믿고있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는
매우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이 편지에 담
겨져 있기 때문이다.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는 그의 주

인 빌레몬의 소유를 훔쳐 로마로 도
망쳤던 노예 오네시모에 관한 사적
인 편지이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용
서하여 줄 것을 청하는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에게 되돌려
보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바
울이 교회의 유대 회원들에게 쓴 것
으로 모세의 율법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과 그리스도
의 복음의 법이 이를 대신하게 되었
음을 설득시키기 위함이었다.
디모데 전서 및 후서, 디도서(주후
64~65년)
바울은 그가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첫 번째로 풀려난 후에 이 서한들을
적었다.

바울은 에베소로 여행하였으며,
그 곳에서 후에 다시 돌아올 생각으
로 디모데를 남겨 두어 몇 가지 교리
에 대한 억측의 확대를 막도록 하였
다. 그는 마게도냐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첫 서한을 디모데에게 썼
는데, 이는 그 의무를 다하도록 디모
데를 권고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
었다.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나 있는 동
안 디도에게 보내는 서한을 썼다. 아
마 그는 디도가 봉사하고 있던 그레
데를 방문하였을 것이다. 이 편지는
주로 교회 회원들의 의로운 삶과 훈
련을 다루고 있다.

바울은 순교 직전 두 번째로 감옥
에 있는 동안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의 두 번째 서한을 썼다. 이 서한은



바울의 마지막 말씀을 담고 있으며,
그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지닌 놀라
운 용기와 확신을 보여주고 있다.

박해(迫害)하다(PERSECUTE),

박해(PERSECUTION). 또한
역경 참조

다른 사람에게 그들의 믿음 또는 사
회적 상태로 인해 고뇌 또는 고통을
주는 것. 괴롭히거나 억압하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 5:10(3니 12:10).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
5:44(3니 12:44). 그들이 부유하므로
온유한 자를 핍박하며, 니후 9:30(니
후 28:12~13).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의인들은 온갖 핍박에도 불구하고
멸망하지 아니할 것임, 니후 26:8. 이
모든 일은 네게 경험이 되고, 교성
122:7.

반대(反對, OPPOSITION). 역경
참조

반석(盤石, ROCK). 또한 계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참조

강한 기초이며 지지대인 예수 그리
스도와 그의 복음을 은유적으로 나
타낸 것(교성 11:24; 33:12~13). 반석
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복음을 인
간에게 알게 하시는 계시를 지칭하
기도 한다(마 16:15~18).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
전하고, 신 32:4. 여호와는 내가 의지
할 반석이시요, 삼하 22:2~3.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단 2:34~35. 이
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마 7:25(3니 14:25). 예수 그리스도는
버린 돌임, 행 4:10~11.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전 10:1~4(출 17:6).
반석 위에 세워진 자는 진리를 받아
들임, 니후 28:28. 유대인들은 그들이
세울수있는돌[그리스도]을버릴것
임, 야곱 4:15~17. 우리가 우리 구속
주의 반석 위에 우리의 기초를 세워
야 함, 힐 5:12.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교리 위에 세우는 자는 그의 반석 위
에 세우는 자며 홍수가 나도 넘어지
지 아니할 것임, 3니 11:39~40(마
7:24~27; 3니 18:12~13). 지혜로운 사
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음, 3니
14:24. 만일 너희가 나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을진대, 땅과 지옥이 이기
지 못할 것임이니라, 교성 6:34. 이 반
석 위에 세우는 자는 결단코 넘어지
지 아니하리라, 교성 50:44. 나는 메
시야, 시온의 왕, 하늘의 반석이니,
모세 7:53.

발람(BALAAM)

구약전서에 나오는 돈 때문에 이스
라엘을 저주하고 싶어 했던 한 선지
자.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는 명령을 주에게서 받았다(민
22~24).
발람의 가는 길에 한 천사가 서 있어
서 나귀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거부
하였음, 민 22:22~35.

밧세바(BATHSHEBA). 또한 다윗
참조

우리아의 아내. 훗날 다윗의 아내이
며 솔로몬의 어머니. 다윗 왕은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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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배도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창 6:14.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
으며, 창 8:4. 야렛의 거룻배는 노아
의 방주와 같이 물샐 틈이 없었음,
이더 6:7.

밭(FIELD). 또한 세상; 포도원, 주의
참조

경전에서, 경작 또는 목초를 위해 사
용되는 트인 땅. 그것은 종종 세상과
그 백성을 상징한다.
밭은 세상이요, 마 13:38. 천국은 마
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마
13:44. 나는 크고 광활한 벌판을 보
았느니라, 니전 8:9, 20. 밭은 무르익
었고, 앨 26:5. 밭이 이미 희어져 추
수하게 되었음이라, 교성 4:4(교성
6:3; 11:3; 12:3; 14:3; 31:4; 33:3, 7).
밭은 세상이요, 교성 86:1~2. 나는
이 왕국들을 밭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에 비유하리니, 교성 88:51.

배도(背道, APOSTASY). 또한
거역; 회복, 복음의 참조

개인, 교회, 또는 나라 전체가 진리
로부터 돌이켜 멀어지는 것.
일반적인 배도: 이스라엘은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는 것을 경계해
야 했음, 신 29:18. 묵시가 없으면 백
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잠 29:18.
그들이 영원한 성약을 깨뜨렸음이라,
사 24:5.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
매 무너져, 마 7:27.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
히 여기노라, 갈 1:6. 그들이 좋은 길
에 들어섰으나 안개 속에서 길을 잃

와 간음을 범하였다. 그는 또한 전쟁
터에서 그녀의 남편의 죽음을 사주
하였으며(삼하 11), 그 죄는 다윗에
게 영원한 영향을 주었다(교성
132:39).

방언(方言)의 은사(恩賜)(GIFT OF

TONGUES). 또한 영의 은사; 혀
참조

영감받은 개인이 낯설은 언어를 말
하고, 이해하거나 해석하도록 하는
성신의 한 은사. 우리는 방언의 은사
를 믿는다(신개 1:7).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행 2:4.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고
전 14:1~5, 27~28. 방언은 믿지 아니
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고전
14:22~28. 그리할진대 불과 성신의
침례가 임하나니, 그때 너희는 천사
의 방언으로 말하며, 니후 31:13~14.
아맬레카이가 만인에게 방언으로 말
하는 은사를 믿을 것을 권면함, 옴
1:25. 어떤 이들에게는 방언으로 말
함이 주어지며, 그리고 다른 이에게
는 방언을 통역함이 주어지느니라,
교성 46:24~25(고전 12:10; 모로
10:8, 15~16). 방언의 은사를 부어 주
시옵소서, 교성 109:36.

방주(方舟, ARK). 또한 노아,
성경의 족장; 무지개; 홍수, 노아
시대의 참조

구약전서에서, 대 홍수 동안에 생명
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아가 지은 배.



음, 니전 8:23(니전 12:17). 그들이 열
매를 맛본 후 금단의 길로 떨어져 나
가서는, 니전 8:28. 니파이인의 배도
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음, 앨 4:6~12. 교회의 많은 회원
이 교만하여져서 다른 회원들을 핍박
하였음, 힐 3:33~34(힐 4:11~13;
5:2~3). 주께서 자기 백성을 번영하게
하실 때에 때때로 그들은 그들의 마
음을 완악하게 하며 주를 잊으며, 힐
12:2; 13:38. 니파이인들이 그들의 마
음을 완악하게 하여 사탄의 권능 아
래로 넘어감, 3니 2:1~3. 모로나이가
마지막 날의 배도에 관하여 예언함,
몰 8:28, 31~41. 배도가 재림에 앞서
있을것임, 교성1:13~16.
초대 기독교 교회의 배도: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사
29:10, 13.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사 60:2. 주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
지 못하는 기갈을 보내실 것임, 암
8:11. 거짓그리스도들과거짓선지자
들이 일어나, 마 24:24. 사나운 이리
가 여러분에게 들어갈 것임, 행
20:29.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갈 1:6. 재림이전에배도하는일이있
을 것임, 살후 2:3. 어떤 사람은 진리
에 관하여 그릇 되었도다, 딤후 2:18.
어떤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능력은부인하니, 딤후 3:5. 때
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
지 아니하며, 딤후 4:3~4. 백성 가운
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벧후 2:1. 하나이신주하나

님을 부인하는 사람 몇이 들어옴, 유
1:4. 어떤 사람들이 자칭 사도라 하지
만 아님, 계 2:2. 니파이가 크고 가증
한 교회가 형성됨을 보았음, 니전
13:26. 이방인들이 거처 넘어져서 많
은 교회를 세움, 니후 26:20. 그들이
나의 의식에서 벗어났으며 나의 영원
한 성약을 깨뜨렸도다, 교성 1:15. 어
둠이 땅을 뒤덮으며 캄캄한 어둠이
사람들의 마음을 덮고 있으며, 교성
112:23. 교회가 다 그르며 그들의 마
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고 조
셉이들었음, 조역1:19.

백부장(百夫長, CENTURION)

50명에서 100명까지의 남자 군대를
지휘하는 로마군 장교. 이러한 군대
는 일개 로마 군단의 육십분의 일을
형성한다(마 8:5; 눅 23:47; 행
10:1~8 참조).

번역(飜譯)하다(TRANSLATE)

한 언어로 주어진 개념의 의미를 다
른 언어에 있는 대등한 용어로 표현
하는 것(모사 8:8~13; 신개 1:8). 경
전에서 그것은 종종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사로 일컬어진다(앨 9:21; 교
성 8; 9:7~9). 이것은 때로 한 언어에
서 기존 번역을 개선하거나 바로잡
는 것 또는 잃어버린 원문을 회복하
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교성
45:60~61). 조셉 스미스는 킹 제임스
성경의 영감역을 착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교성 42:56; 76:15).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자비를 통
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써 번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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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었음, 교성
1:29. 너는 번역하는 은사를 가졌나
니, 교성 5:4. 네가 내게 원하면, 번역
하는 은사를 네게 허락하노라, 교성
6:25. 하나님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높은 곳에서 오는 몰몬경을 번역할
권능을 주심, 교성 20:8. 우림과 둠밈
을 가지고 나는 문자의 일부를 번역
하였음, 조역 1:62(모사 8:13; 28:13).

베냐민(BENJAMIN), 모사이야의

아버지(FATHER OF MOSIAH).
또한 모사이야, 베냐민의 아들
참조

몰몬경의 선지자이며 왕(모사 1~6).
그 땅에 평화를 이루는 데 중대한 문
제들을 처리함, 옴 1:23~25(몰말
1:12~18). 그의 아들들을 가르침, 모
사 1:1~8. 그의 아들 모사이야에게
나라를 넘겨줌, 모사 1:9~18. 그의
백성이 그의 마지막 말씀을 듣기 위
해 모임, 모사 2:1~8. 그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함, 모사 2:9~4:30. 그의 백
성이 주와 성약을 맺음, 모사 5~6.

베냐민(BENJAMIN), 야곱의

아들(SON OF JACOB). 또한
야곱, 이삭의 아들; 이스라엘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야곱과 라헬의
두 번째 아들(창 35:16~20).
베냐민 지파: 야곱은 베냐민을 축복
하였다(창 49:27). 베냐민의 후손은
전쟁을 좋아하는 족속이었다. 두 명
의 중요한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삼상

9:1~2), 그리고 신약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있다(롬 11:1).

베다니(BETHANY)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멸의 생의 마
지막 주 동안 머무시던 동네(마
21:17; 막 11:11). 감람 산의 남동편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베다니는
나사로, 마리아 및 마르다의 고향이
다(요 11:1~46; 12:1).

베드로(PETER)

신약전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그의 부
인과 함께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던
벳새다의 어부로 원래 시므온 또는
시몬(벧후 1:1)으로 알려져 있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쳤
다(막 1:29~31). 베드로는 그의 형제
안드레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로 부름받았다(마 4:18~22; 막
1:16~18; 눅 5:1~11).“선견자”또는

“돌”을 의미하는 그의 아람어 이름
게바는 주에 의해 그에게 주어졌다
(요 1:40~42; 조성, 요 1:42). 신약전서
에 베드로의 인간적인 약점 몇 가지
가 언급되어 있으나, 이는 또한 베드
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신
앙에 의해 이를 이겨내고 강하게 되
었음을보여주는것이기도하다.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
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였으
며(요 6:68~69), 주는 그를 택하여
지상에서 왕국의 열쇠를 갖도록 하
셨다(마 16:13~18). 변형의 산에서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뿐 아니라
변형된 구주를 보았다(마 17:1~9).



베드로는 그 시대의 선임 사도였
다. 구주의 사망,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그는 교회 회원들을 함께 소
집하여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부르는 것을 이끌었다(행 1:15~26).
베드로와 요한은 날 때부터 다리 저
는 남자를 고쳤으며(행 3:1~16) 감옥
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행 5:11~29; 12:1~19). 복음이 처음
이방인에게 개방된 것은 바로 베드
로의 성역을 통해서였다(행 10~11).
후일에 베드로는 야고보 및 요한과
함께 하늘에서 와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멜기세덱 신권
과 그에 따른 열쇠들을 부여하였다
(교성 27:12~13; 128:20).
베드로전서: 첫 번째 서한은“바벨
론”(로마로 추정됨)에서 기록되어
네로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시작
한 직후 현재 소아시아로 불리우는
지역 성도들에게 보내어졌다.

1장은 구속자로서 그리스도의 예
임된 역할에 대해 말하고 있다. 2~3
장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퉁잇돌이
며, 성도들이 왕 같은 신권을 지니고
있으며, 또 그리스도가 옥에 있는 영
들에게 선포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4~5장은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 전파
된 이유 및 장로들이 양의 무리를 먹
여야하는이유를설명하고있다.
베드로후서: 1장은 성도들에게 그들
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것을
권하고있다. 2장은거짓교사들에대
한경고이다. 3장은마지막날과그리
스도의재림에대해말하고있다.

베들레헴(BETHLEHEM)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도시. 히브리어로
베들레헴은“떡의 집”을 의미한다.
이 곳은 또한“열매가 풍성함”을 의
미하는 에브랏이라 불리기도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
났다(미 5:2; 마 2:1~8). 이 곳은 라헬
의 매장지이다(창 35:19; 48:7).
룻과 보아스가 그 곳에 살았음, 룻
1:22. 사무엘이 그 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음, 삼상 16:1~13; 17:12,
15; 20:6, 28. 헤롯이 그 곳의 사내 아
이들을 죽였음, 마 2:16.

벧엘(BETHEL)

히브리어로“하나님의 집”을 의미하
며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
가운데 하나이다. 예루살렘에서 북
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곳에 위치
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
음 도착하였을 때 여기에 제단을 쌓
았다(창 12:8; 13:3). 여기에서 야곱
은 시현으로 하늘에 이르는 사닥다
리를 보았다(창 28:10~19). 또한 사
무엘 시대에도 거룩한 곳이었다(삼
상 7:16; 10:3).

벨렉(PELEG)

구약전서에 나오는 에벨의 아들이며
또 셈의 고손자. 그의 시대에 땅이
나뉘어졌다(창 10:22~25).

벨사살(BELSHAZZAR). 또한 바벨,
바벨론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고레스가 바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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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복하기 이전에 통치하였던 바
벨론의 마지막 왕. 느부갓네살의 아
들이며 그의 후계자(단 5:1~2).

변형(變形, TRANSFIGURATION).
또한 예수 그리스도; 열쇠,
신권의 참조

하늘의 존재의 임재와 영광을 감당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모습과 본
질이 변화된, 즉 보다 높은 영적 수
준으로 올려진 사람들의 상태.
그리스도의변형: 베드로, 야고보, 요
한은 주가 그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되고 또 변형된 것을 보았다. 구주는
베드로가 하늘 왕국의 열쇠들을 받
게 될 것이라고 전에 약속한 적이 있
었다(마 16:13~19; 17:1~9; 막
9:2~10; 눅 9:28~36; 벧후 1:16~18).
이 중요한 사건에서 구주, 모세, 그
리고 엘리야는 약속된 신권의 열쇠
들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주었
다. 이 신권의 열쇠들을 가지고, 사
도들은 예수의 승천 이후에도 왕국
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권능을 가
졌다.

조셉 스미스는 변형의 산에서 베
드로, 야고보, 요한도 또한 변형되었
다고 가르쳤다. 그들은 미래의 영광
스러운 상태에 있는 지구의 모습을
시현으로 보았다(교성 63:20~21). 그
들은 두 변화된 존재인 모세와 엘리
야를 보았으며 또한 아버지의 음성
을 들었다. 아버지는“이는 내 사랑
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 하는 자니 너
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마 17:5)고
말씀하였다.

변형된 존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출 24:9~11.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출 34:29(막 9:2~3). 예
수의 얼굴이 빛남, 마 17:2(막 9:2~3).
이스라엘은 영광 때문에 모세의 얼
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고후 3:7.
아빈아다이의 얼굴에서 심히 밝은
광채가 났음이라, 모사 13:5~9. 그들
이 마치 불 같은 것에 둘러싸여 있는
지라, 힐 5:23, 36, 43~45(3니 17:24;
19:14). 저들이 예수의 얼굴과 같이
희더라, 3니 19:25. 그것이 그들에게
는 마치 변형처럼 보였음이라, 3니
28:15.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심을 받
지 아니하고서는 아무 사람도 어느
때든지 육신으로 하나님을 뵈옵지
못하였느니라, 교성 67:10~12. 영의
권능으로써 우리의 눈이 열리고, 교
성 76:12.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위
에 임하더라, 모세 1:2. 그의 영광이
내 위에 있었고 나는 그의 얼굴을 뵈
었나니, 이는 내가 변형되었느니라,
모세 1:11. 내가 여러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또 내가 영광으로 옷입
었더라, 모세 7:3~4.

변호자(辯護者, ADVOCATE). 또한
예수 그리스도 참조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대한 우
리의 변호자시며(모로 7:28), 그분께
우리를 위하여 변론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앞에서 우
리의 대언자가 되심, 요1 2:1(교성
110:4). 예수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재하실 것임, 니후 2:9(히 7:25). 예



수께서 사망을 이기고 승리를 얻으
사 사람의 자녀를 위해 중재할 권능
을 얻으심, 모사 15:8. 내가 아버지께
대한 너희의 변호자가 됨이니, 교성
29:5.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문제를
변호하고 있나니, 교성 45:3~5.

변화(變形)된 존재(存在)

(TRANSLATED BEINGS)

불멸의 부활 때까지 고통이나 사망
을 경험하지 않도록 변화된 사람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 5:24(히 11:5; 교성
107:48~49). 오늘까지 모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신
34:5~6(앨 45:19).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왕하
2:11.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
고자 할 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요 21:22~23(교성 7:1~3). 너희가 결
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것이라, 3
니 28:7. 그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도
록 그들의 몸에 변화가 이루어져, 3
니 28:38(4니 1:14 ; 몰 8:10~11). 사
랑 받던 자 요한은 주께서 오실 때까
지 살 것임, 교성 7. 나는 에녹의 시온
을 나 자신의 품으로 데려온 자라, 교
성 38:4(모세 7:21, 31, 69). 에녹과 그
의 형제들이 의의 날이 이르기까지
보전되었던 도성임, 교성 45:12. 엘
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
늘로 들리웠음, 교성 110:13. 성신이
많은 자에게 임하시매, 그들이 시온
으로 붙들려 올라가더라, 모세 7:27.

별의 영광(榮光)(TELESTIAL

GLORY). 또한 영광의 등급 참조
마지막 심판 후에 사람들이 거하게
될 영광의 세 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
바울이 별들의 영광을 보았음, 고전
15:40~41. 조셉스미스와시드니리그
돈이 별의 영광을 봄, 교성 76:81~90.
별의 영광의 세계의 주민은 별과 같
이 무수히 많더라, 교성 76:109~112.
별의 왕국의 율법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별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나니,
교성88:24, 31, 38.

병(病) 고치다(HEAL), 병 고침

(HEALING). 또한 기름 붓다;
병자 축복 참조

신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회복시키거
나 또는 건강하게 하는 것. 경전에는
주와 그의 종들에 의해 행해진 기적
적인 병 고침의 많은 예가 실려 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
라, 출 15:26. 나아만이 요단 강에 일
곱 번 몸을 잠그어서 병고침을 받음,
왕하 5:1~14.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 53:5(모
사 14:3).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
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말 4:2. 예
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시니, 마
4:23(마 9:35). 그가 모든 병을 고치
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시니라, 마
10:1. 그가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함, 눅 4:18. 그들이 하
나님의 어린 양의 권능으로 고침을
받고, 니전 11:31. 만일 네가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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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구속을 믿으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느니라, 앨 15:8. 그들 모두를 고쳐
주시더라, 3니 17:9. 병 고침을 받으
리라는 신앙이 있는 자는 병 고침을
받으리라, 교성 42:48. 내 이름으로
그들은 병자를 고칠 것이요, 교성
84:68. 우리는 병 고침의 은사를 믿
는다, 신개 1:7.

병(病)든(SICK), 병(SICKNESS)

아픔 또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
경전에서 육체적인 병은 때때로 영
적인 안녕이 결핍한 것에 대한 상징
으로 쓰인다(사 1:4~7; 33:24).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
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왕하
20:1~5(대하 32:24; 사 38:1~5). 예수
께서 두루 다니사 모든 병과 모든 약
한 것을 고치시니, 마 4:23~24(니전
11:31; 모사 3:5~6).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마 9:10~13(막
2:14~17; 눅 5:27~32). 너희 중에 병
든 자가 있느냐 그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약 5:14~15.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
시리라, 앨 7:10~12. 예수께서 니파
이인들 가운데서 병든 자를 다 고치
시며, 3니 26:15. 병든 자를 약초와
부드러운 음식으로 따뜻이 요양받게
하라, 교성 42:43(앨 46:40). 모든 일
에 있어서 병든 자와 고난 당하는 자
를 기억하라, 교성 52:40. 병자에게
안수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회복되
리라, 교성 66:9.

병자 축복(病者 祝福,

ADMINISTRATION TO THE

SICK). 또한 기름; 기름 붓다; 병
고치다, 병 고침; 손, 안수; 신권
참조

멜기세덱 신권을 지닌 형제가 성별
된 기름을 사용하여 병자에게 베푸
는 축복.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마 9:18.
예수께서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심, 막 6:5. 그리스도의 사도들
이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침,
막 6:13. 교회의 장로들은 기름을 바
르고 병자를 고치라, 약 5:14~15. 너
희는 바라는 자들이 너희에게 요구
할 때를 제외하고는 병자를 고치지
말라, 교성 24:13~14. 장로들은 병든
자에게 안수하라, 교성 42:44. 병자
에게 안수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회
복되리라, 교성 66:9.

보아스(BOAZ). 또한 룻 참조
룻의 남편(룻 4:9~10), 이스라엘 왕
다윗의 증조부(룻 4:13~17),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선조(눅 3:32).

보혜사(保惠師, COMFORTER).
또한 성신; 예수 그리스도 참조

경전은 두 보혜사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첫째는 성신이다(요 14:26~27;
모로 8:26; 교성 21:9; 42:17; 90:11).
둘째 보혜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
다(요 14:18, 21, 23). 어떤 사람이 둘
째 보혜사를 얻을 때, 예수 그리스도
는 때때로 그에게 나타나고, 아버지
를 보이며, 또 그와 대면하여 가르칠



것이다(교성 130:3).

복구(復舊, RESTITUTION),

회복(回復, RESTORATION).
또한 회복, 복음의 참조

빼앗기거나 잃어버렸던 물건이나 상
황이 되돌려짐.
영과 육신은 그 완전한 형태로 재결
합될 것이요, 앨 11:43~44. 회복은
악에 대해서는 악을, 의로운 것에 대
해서는 의를 다시 되돌리는 것이니
라, 앨 41:10~15. 우리는 그 열 지파
가 회복될 것과 땅이 새로워지고 낙
원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믿는다,
신개 1:10(교성 133:23~24).

복수(復讐, VENGEANCE). 또한
적개심 참조

손상 또는 공격을 받은 것에 대한 앙
갚음 또는 보복.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사
35:4.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
가 갚으리라, 롬 12:19(몰 3:15;
8:20). 복수의 검이 너희 위에 걸려
있어, 몰 8:40~41. 내가 악인에게 원
수를 갚으리니, 이는 그들이 회개하
려 아니함이라, 교성 29:17. 구주께
서는 사악함과 보복의 날에 오셨음,
모세 7:45~46.

복수 결혼(複數 結婚, PLURAL

MARRIAGE). 결혼,
결혼하다－복수 결혼 참조

복음(福音, GOSPEL). 또한 경륜의
시대; 구속의 계획; 그리스도의
교리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가
능하게 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복
음은 영원한 진리 또는 율법, 성약,
그리고 인류가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의식들을 포함한
다. 하나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십구 세기에 지상에 충만한
복음을 회복하였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
파하라, 막 16:15. 어린 양의 복음의
그 명백하고 귀한 부분들이 유보되어
왔음, 니전 13:32. 이것이나의복음이
니라, 3니 27:13~21(교성 39:6). 몰몬
경에는 복음의 충만함이 실려 있느니
라, 교성 20:8~9(교성 42:12). 이것이
복음이요, 교성 76:40~43. 멜기세덱
신권은복음을베풀며, 교성 84:19. 모
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 자신의 언어
로 복음의 충만함을 듣게 되리라, 교
성 90:11. 아들이 죽은 자의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음, 교성 138:18~21,
28~37. 복음은 태초로부터 전파되었
음, 모세 5:58.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
와의식이서술됨, 신개1:4.

복음서(福音書, GOSPELS). 또한
누가; 마가; 마태; 요한, 세베대의
아들 참조

신약전서에 나오는 처음 네 권의 책
에 담겨진 예수의 필멸의 생애와 그
의 성역에 관련된 사건을 적은 네 개
의 기록 또는 증언.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증거들을 기록하고 있다. 몰몬
경의 제3니파이서는 많은 면에서 신
약전서에 나오는 이러한 네 복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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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슷하다. 신약전서에 나오는 책
들은 본래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다.
복음에 대한 그리스어는“좋은 소
식”을 의미한다.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사망에서부터
구속하고 또 각 개인에게 그 행함에
따라 보상하게 될 속죄를 행하셨다

는 것이다(요 3:16; 롬 5:10~11; 니후
9:26; 앨 34:9; 교성 76:69).
복음서의 공관대조: 마태, 마가, 누
가 그리고 요한복음에 있는 구주의
가르침은 다음의 방법으로 다른 복
음 및 마지막 날의 계시와 비교될 수
있다.

복음서(福音書)의 공관대조(共觀對照)(HARMONY OF THE GOSPELS)

사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후일의계시

예수의 계보 1:2~17 3:23~38

침례 요한의 1:5~25, 
출생 57~58

예수의 탄생 2:1~15 2:6~7 니전
11:18~20;
니후 17:14;
모사 3:5~8;
앨 7:10; 
힐 14:5~12;
3니 1:4~22

시므온과 2:25~39
안나의
예언

성전 방문 2:41~50
(유월절)

요한의 성역의 3:1, 5~6 1:4 3:1~3 1:6~14
시작

예수의 침례 3:13~17 1:9~11 3:21~22 1:32~34 니전
10:7~10; 
니후
3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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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후일의계시

예수의 유혹 4:1~11 4:1~13

침례 요한의 1:15~36 교성
증언 93:6~18, 26

가나에서의 혼인 2:1~11
잔치(예수의
첫 번째 기적)

성전을 2:14~17
첫 번째로
깨끗하게 함

니고데모를 3:1~10
만남

우물에서의 4:1~42
사마리아 여인

예수께서 4:13~16 4:16~30
나사렛에서
거부당함

어부들이 4:18~22 1:16~20
사람을 낚는
자로 부름받음

그물을 5:1~11
기적적으로
채움

야이로의 딸을 9:18~19, 5:21~24, 8:41~42, 
일으킴 23~26 35~43 49~56

혈루증의 9:20~22 5:25~34 8:43~48
여인을 고침

십이사도를 10:1~42 3:13~19; 6:12~16; 니전
부름 6:7~13 9:1~2; 13:24~26, 

12:2~12, 39~41; 
49~53 교성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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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후일의계시

과부의 아들을 7:11~15
일으킴

그리스도의 7:36~50 12:2~8
발에 기름 부음

폭풍을 4:36~41 8:22~25
잠잠하게 함

칠십인을 부름 10:1 교성 107:25,
34, 93~97

많은 귀신을 5:1~20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게 함

산상수훈 5~7 6:17~49 3니 12~14

예수의 비유는 평범한 사물 또는 사건을 진리에 비유한 짧은 이야기이다.
예수는 종종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그것들을 사용하였다.

씨 뿌리는 자: 13:3~9, 4:3~9, 8:4~8, 
18~23 14~20 11~15

가라지: 13:24~30, 교성 86:1~7
36~43

겨자씨: 13:31~32 4:30~32 13:18~19

누룩: 13:33 13:20~21

밭의 보화: 13:44

값진 진주: 13:45~46

어부의 그물: 13:47~50

집주인: 13:51~52

잃어버린 양: 18:12~14 15:1~7



사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후일의계시

잃어버린 동전: 15:8~10

탕자: 15:11~32

자비롭지 18:23~35
못한 종:

선한 10:25~37
사마리아인:

불의한 청지기: 16:1~8

나사로와 부자: 16:14~15, 
19~31

불의한 재판관: 18:1~8

선한 목자: 10:1~21 3니
15:17~24

포도원의 품꾼: 20:1~16 10:31

므나: 19:11~27

두 아들: 21:28~32

악한 농부: 21:33~46 12:1~12 20:9~20

임금 아들의 22:1~14 14:7~24
혼인:

열 처녀: 25:1~13 12:35~36 교성
45:56~59

달란트: 25:14~30

양, 염소: 25:31~46

오천 명을 먹임 14:16~21 6:33~44 9:11~17 6:5~14

예수가 물 위를 14:22~33 6:45~52 6:16~21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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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후일의계시

그리스도에 16:13~16 8:27~29 9:18~20
대한 베드로의
간증

베드로가 16:19
왕국의
열쇠를
약속받음

생명의 떡에 6:22~71
관한 설교

안식일에 눈먼 9:1~41
자를 고침

변형; 신권 17:1~13 9:2~13 9:28~36 교성
열쇠가 위임됨 63:20~21;

110:11~13

어린이들을 19:13~15 10:13~16 18:15~17
축복함

주의 기도 6:5~15 11:1~4

나사로를 살림 11:1~45

승리의 입성 21:6~11 11:7~11 19:35~38 12:12~18

돈 바꾸는 21:12~16 11:15~19 19:45~48
사람들을 성전
밖으로 내어쫓음

과부의 헌금 12:41~44 21:1~4

재림에 관한 24:1~51 13:1~37 12:37~48; 교성
설교 17:20~37; 45:16~60; 

21:5~38 조마 1:1~55

열 명의 17:12~14
나병환자를 고침



사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후일의계시

예수의 마지막 26:14~32 14:10~27 22:1~20 13~17
유월절; 성찬이
제정됨; 
십이사도에게
주는 가르침; 
제자들의 발을
씻김

겟세마네에서의 26:36~46 14:32~42 22:40~46 니후
예수의 고난 9:21~22; 

모사
3:5~12;
교성
19:1~24

예수는 15:1~8
포도나무임

유다의 배반 26:47~50 14:43~46 22:47~48 18:2~3

가야바 26:57 14:53 22:54, 18:24, 28
앞에서의 심문 66~71

빌라도 27:2, 15:1~5 23:1~6 18:28~38
앞에서의 심문 11~14

헤롯 앞에서의 23:7~10
심문

예수가 채찍을 27:27~31 15:15~20 19:1~12
맞고 조롱당함

십자가에 달림 27:35~44 15:24~33 23:32~43 19:18~22 힐
14:20~27;
3니 8:5~22;
10:9

부활 28:2~8 16:5~8 24:4~8

예수가 16:14 24:13~32, 20:19~23
제자들에게 36~51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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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복지

사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후일의계시

예수가 20:24~29
도마에게
나타남

승천 16:19~20 24:50~53

복음(福音)의 첫째 원리(原理)

(FIRST PRINCIPLES OF THE

GOSPEL). 성신; 신앙; 침례,
침례를주다; 회개하다, 회개참조

복음(福音)의 회복(回復)

(RESTORATION OF

GOSPEL). 회복, 복음의 참조

복음(福音) 전하는 자(者)

(EVANGELIST). 또한 축복사,
축복사의; 축복사의 축복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좋은 소식
을 지니거나 또는 선포하는 사람. 조
셉 스미스는 복음 전하는 자가 축복
사라고 가르쳤다. 축복사는 축복사
의 축복이라 불리는 특별한 축복을
주기 위하여 십이사도의 지시 아래
서 부름을 받아 성임된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그리고 어떤 사람
은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음, 엡
4:11. 복음 전하는 자의 일을 하며,
딤후 4:5. 우리는 사도, 선지자, 감독,
교사, 축복사 등을 믿는다, 신개 1:6.

복지(福祉, WELFARE). 또한
가난한; 구제, 구제를 베풂;
금식하다, 금식; 섬김; 헌물 참조

사람의 영적, 세속적 필요 사항을 돌

보는 과정 및 그 수단.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
라, 신 15:11.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잠
28:27.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주린 자
에게 네 양식을 주며 또 빈민을 집에
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 58:6~7.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
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
느니라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 25:35~40. 궁핍에 처한
자에게 너희의 재물을 베풀라, 모사
4:16~26. 그들이 현세적으로나 영적
으로나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부족
에 따라 서로 나누었더라, 모사
18:29.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복리를 위하여 함께 금식하
고 기도하라는 명을 받았느니라, 앨
6:6. 너희의 복리와, 또한 너희 주위
에 있는 이들의 복리를 위해 기도하
라, 앨 34:27~28. 저들은 저들 가운데
모든 것을 공유하였나니, 4니 1:3. 가
난한 자를 기억하라, 교성 42:30~31.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찾아보라,
교성 44:6. 모든 일에 있어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기억하라, 교성
52:40. 가난한 자에게 자기 재물을 주



려 하지 아니하는 너희 부자들에게
화 있도다,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스럽고 일하려 하지 아니하는
너희 가난한 자에게 화 있도다, 교성
56:16~17. 시온에는 그들 가운데 가
난한자가없었음, 모세 7:18.

복천년(福千年, MILLENNIUM).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지옥
참조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친히 통치하기
위해 돌아올 때 시작될 평화로운 천
년의 기간(신개 1:10).
사람들이 칼을 들지 않을 것이고 다
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사 2:4(니후 12:4; 미 4:3). 땅이 황폐
하더니 이제는 에덴동산 같이 되었
고, 겔 36:35.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
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하니,
계 20:4. 의로움으로 인하여 사탄이
아무 권능도 갖지 못하나니, 니전
22:26. 나는 천 년 동안 지상에서 의
롭게 거하리니, 교성 29:11. 천 년이
끝나고 나는 땅을 잠시 동안만 그대
로 놓아둘 것임, 교성 29:22. 위대한
복천년이 임할 것임이라, 교성 43:30.
의로운 자들의 자녀는 죄 없이 자라
나, 교성 45:58. 자녀는 장성하여 이
윽고 늙게 되고 그들은 눈 깜빡하는
사이에 변화되리라, 교성 63:51. 일곱
째 천 년이 시작될 때에 주께서 땅을
성결하게 하시며, 교성 77:12. 천 년
이 마치기까지 다시 살지 못하며, 교
성 88:101. 사탄은 천 년 동안 결박되
리라, 교성 88:110. 복천년이 서술됨,
교성 101:23~34. 천 년 동안 땅이 안

식을누리리라, 모세 7:64.

본(本, PATTERN)

사람이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따를
수 있는 모형. 경전에서 본이란 대체
로 특정한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혹
은 어떤 것을 짓기 위한 견본을 의미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이신 양식에
따라 성막을 지을 것을 이스라엘에
게 명령하심, 출 25. 다윗이 솔로몬
에게 성전 건축 설계도를 줌, 대상
28:11~13.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
시려 하심이라, 딤전 1:16. 너희가 속
임을 받지 않도록 내가 범사에 있어
한 가지 규범을 너희에게 주리니, 교
성 52:14.

부(富, RICHES). 또한 교만; 돈 참조
재물 또는 풍요로움. 주께서 성도들
에게 선행을 하기 위함이 아니고서
는 세상적인 부를 구하지 말라고 권
고하셨다. 성도들은 영원한 부가 있
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기 앞서 세
상적인 부를 구해서는 안 된다(야곱
2:18~19).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시 62:10. 재물은 진노하시
는 날에 무익하나, 잠 11:4. 자기의 재
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잠 11:28.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잠 22:1. 재물이 있는 자는 하
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
렵도다, 막 10:23(눅 18:24~25).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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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부름과 택함

딤전 6:10. 가난한 자를 멸시하며 그
들의 재물이 그들의 신인 부자들에
게 화 있나니, 니후 9:30. 의로운 자들
이 재물에 그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과 나누었음, 앨 1:30. 백성
들이 재물로 인하여 교만해지기 시
작함, 앨 4:6~8. 백성들이 그들의 부
에 따라 계층으로 구분됨, 3니 6:12.
재물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교성 6:7(앨 39:14; 교성 11:7). 땅의
부는 나누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것
이어야 하느니라. 그러나 교만을 조
심하라, 교성 38:39.
영원한부: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마 6:19~21. 영생이라는 재물로 내가
너희를 부르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교성 43:25. 영원한 재물은 내어 줄
나의 것이니라, 교성 67:2(교성
78:18).

부도덕(不道德, IMMORALITY).
순결; 성적 부도덕; 악한, 악함;
육욕적인, 육욕적임 참조

부르다(CALL), 하나님에게서 부름

받은(CALLED OF GOD),

부름(CALLING). 또한 권세;
성임하다, 성임; 청지기, 청지기
직분; 택하다; 택함받은 참조

하나님에게서 부름을 받는다 함은 특
정한 방식으로 그분을 섬기도록 그분
이나 그분에게서 정식으로 권세를 받
은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임무지명이
나초대를받는것이다.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민
27:23.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노

라, 렘 1:5.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
나니, 요 15:16. 바울은 사도로 부르
심을 받아, 롬 1:1.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임,
히 5:4.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부르심을 받으셨음, 히 5:10. 내
가 계시와 예언의 영을 좇아 하나님
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
아, 앨 8:24. 제사들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부름받고 예비되었
음, 앨 13:3. 만일 너희에게 하나님을
섬기려는 소망이 있을진대 너희는
부르심을 받느니라, 교성 4:3. 내가
너를 부른 그 일에 굳게 서라, 교성
9:14. 네가 부름을 받기까지는 네가
전도하도록 부름을 받은 줄로 여기
지 말라, 교성 11:15. 장로는 나의 택
함받은 자의 집합을 이루도록 부름
을 받았나니, 교성 29:7. 성임되지 않
았으면 어떠한 자도 나의 복음을 전
파하러 나아가거나 나의 교회를 세
우지 못함, 교성 42:11.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는 자는 적도
다, 교성 121:34. 사람은 하나님으로
부터 부름 받아야 함, 신개 1:5.

부름과 택(擇)함(CALLING AND

ELECTION). 또한 택함 참조
그리스도를 따르는 의로운 사람은
승영의 확신을 얻는 택함받은 사람
가운데 헤아림을 받을 수 있다. 이러
한 부름과 택함은 회개와 침례로 시
작된다. 그것은 그들이“힘써 앞으로
나아가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하
게 취하며 끝까지 견딜”때 완성된다



(니후 31:19~20). 경전은 이러한 과
정을 우리의 부름과 택함을 굳게 하
는 것이라 한다(벧후 1:4~11, 교성
131:5~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출 19:5~6(계 1:6). 하나님이 구
원을 위하여 택하신 자를 처음부터
택하셨음, 살후 2:13.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벧후
1:10. 주께서 너희를 자기 것으로 인
치시어, 모사 5:15. 내가 너와 성약을
하노니 너로 영생을 갖게 하리라, 모
사 26:20. 충실한 신권 소유자는 하
나님의 교회와 왕국과 택하신 자가
되리라, 교성 84:33~34. 더 확실한 예
언의 말씀은 사람이 영생에 이르도
록 인봉되었음을 아는 것을 뜻하느
니라, 교성 131:5~6. 내가 네게 네 승
영을 인봉하고, 교성 132:49.

부모(父母, PARENTS). 또한
아버지, 필멸의; 어머니 참조

아버지와 어머니. 하나님의 성전에
서 결혼하여 바르게 인봉된 합당한
남편과 아내는 영원까지 부모로서
그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엡 6:1~3(골 3:20). 아담과 이브는 우
리의 첫 조상이었음, 니전 5:11. 저주
가 너희 부모의 머리 위에 있을 수
있음, 니후 4:6. 부모들을 가르치되
그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모로
8:10. 부모는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라는 명을 받았음, 교성
68:25. 모든 자녀는 자기 부모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느니라, 교성 83:4.
부모의 죄가 자녀의 머리에 응답될
수 없나니, 모세 6:54.

부정(不淨)한(UNCLEAN).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 참조

부지런함(DILIGENCE)

변함이 없고, 씩씩한 노력. 특별히
주를 섬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그러한 것.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사 55:2. 하나
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
는 이이심. 히 11:6. 너희가 더욱 힘
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라, 벧후
1:5. 부지런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
씀을 가르치라, 야곱 1:19. 그들은 부
지런히 경전을 상고하였음이더라,
앨 17:2. 그들이 부지런함을 다하여
계명을 지키기 원하였음이더라, 3니
6:14.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자, 모로
9:6. 훌륭한 대업에 열심히 노력하
라, 교성 58:27. 게으르지도 말고 너
희 힘을 다하여 일하라, 교성 75:3.
영생의 말씀에 부지런히 주의를 기
울이라, 교성 84:43. 모든 사람은 자
기 의무를 배우고 부지런히 행하기
를 배울지어다, 교성 107:99.

부활(復活, RESURRECTION). 또한
몸; 불멸의, 불멸; 사망, 육체적;
속죄하다, 속죄; 영; 예수
그리스도 참조

사망 후에 영체가 살과 뼈로 된 육체
와 재결합하는 것. 부활 후 영과 육
은 결코 다시 분리되지 않을 것이며,
사람은 불멸의 상태가 될 것이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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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
스도가 사망을 이기심으로 인해 부
활할 것이다(고전 15:20~22).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상에서 부
활한 첫 번째 사람이다(행 26:23; 골
1:18; 계 1:5). 신약전서는 예수가 그
의 육체와 함께 일어났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으니, 그의 무덤
이 비었고, 그가 물고기와 꿀을 먹었
으며, 살과 뼈로 된 육을 가졌고, 사
람들이 그를 만져보았으며, 천사들
은 그가 살아났다고 말하였다(막
16:1~6; 눅 24:1~12, 36~43; 요
20:1~18). 마지막 날의 계시는 그리
스도 및 온 인류의 부활의 실재성을
확인해 준다(앨 11:40~45; 40; 3니
11:1~17; 교성 76; 모세 7:62).

모든 사람이 같은 영광으로 부활
하지는 않을 것이며(고전 15:39~42;
교성 76:89~98), 동시에 부활하지도
않을 것이다(고전 15:22~23; 앨
40:8; 교성 76:64~65, 85). 많은 성도
가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부활하였
다(마 27:52). 의로운 자는 악한 자에
앞서 부활할 것이며 또 첫째 부활에
나아올 것이다(살전 4:16).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 마지막 부활에 나아올
것이다(계 20:5~13; 교성 76:85).
이 육체가 없어질지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하나님을보리라, 욥 19:26(모
세5:10).내가너희무덤을열고너희
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겔 37:12.
무덤들이 열리며 또 많은 몸이 일어
나되, 마 27:52~53(3니 23:9). 주께서
살아나시고, 눅 24:34. 영은 살과 뼈

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눅 24:39.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 11:25. 십이사도들이 예
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가르쳤
음, 행 1:21~22(행 2:32; 3:15; 4:33).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전 15:1~22.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전 4:16.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계 20:6.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을 버리시고
다시 취하시나니, 그리하여 죽은 자
의 부활을 이루시리라, 니후 2:8(모사
13:35; 15:20; 앨 33:22; 40:3; 힐
14:15).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사탄
에게 복종하게 될 것임, 니후 9:6~9.
부활이 만인에게 임할 것임, 니후
9:22. 아빈아다이가 첫째 부활에 관
해 가르침, 모사 15:21~26. 악인은 사
망의 줄이 풀리는 것 외에는 마치 구
속이 없는 것같이 그대로 있게 되리
니, 앨 11:41~45. 앨마가 죽음과 부활
사이의 영혼의 상태에 관하여 설명
함, 앨 40:6, 11~24. 주께서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나아
올 것임, 교성 29:13(교성 45:45~46;
88:97~98; 133:56). 특별히 영화로운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못한 자를 위
하여 더욱 슬퍼할지니라, 교성 42:45.
율법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첫째 부
활에 참여하리니, 교성 45:54.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고, 그 후로
는 죽지 아니하고, 교성 63:49,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은 영혼의 구속
이니라, 교성 88:14~16. 영과 원소는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충만한 기쁨을
받느니라, 교성 93:33. 부활한 인격체
인 천사는 살과 뼈의 몸을 가졌나니,
교성 129:1. 이 생에서 우리가 얻는
예지의 원리는 어떠한 것이든지 부
활 때에 우리와 함께 일어나리라, 교
성 130:18~19.

부활절(復活節, EASTER). 또한
부활; 예수 그리스도 참조

분노(忿怒, ANGER). 또한
미워하다, 미움; 사랑 참조

분노는 울화의 표현이다. 주께서는
그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분노를 통
제하라는 주의를 주셨다(마 5:22).
부모나 자녀는 가족 안의 다른 사람
을 학대해서는 안된다. 경전에서는
분노를 종종 불에 비유하고 있다(니
후 15:25; 교성 1:13).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창 4:5.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
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시 145:8.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잠 15:1.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 비 를 그 치 게 하 느 니 라 , 잠
15:18(잠 14:29).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사
48:9.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에
게 내가 손을 펼 것임, 사 65:2~3. 누
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도 돌려 대며, 마 5:39. 아비들아 너
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엡 6:4.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고하였음으로
인하여 너희는 내게 노하였으며, 모

사 13:4. 내가 분노 중에 이 백성을
징벌하리니, 앨 8:29. 만사에 하나님
의 손길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의 진노
가 불붙지 아니하느니라, 교성
59:21. 나 주는 악인을 노여워 하나
니, 교성 63:32.

분별(分別)의 은사(恩賜)(GIFT OF

DISCERNMENT). 또한 은사,
영의 참조

영의 힘을 통하여 어떠한 것을 이해
하거나 아는 것. 분별의 은사는 영의
은사 가운데 하나이다. 그것은 사람
의 참 성격과 영적 나타남의 근원과
의미를 인식하는 것을 포함한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
는 중심을 보느니라, 삼상 16:7. 악을
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사
5:20(니후 15:20). 하나님의 일은 영
적으로 분별됨, 고전 2:14. 어떤 사람
에게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
시나니, 고전 12:10. 암몬이 능히 그
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었음, 앨
18:18, 32. 작은 음성이 듣는 이들을
꿰뚫는지라, 3니 11:3. 너희가 속지
않도록 가장 좋은 은사들을 간절히
구하라, 교성 46:8, 23. 교회 지도자
들에게는 영의 은사를 분별하는 능
력이 주어짐, 교성 46:27. 빛으로 충
만하게 된 그 몸은 모든 것을 이해하
느니라, 교성 88:67. 모세가 땅을 보
았으니 하나님의 영으로써 이를 분
별하였더라, 모세 1:27.

분산(分散, DISP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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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스라엘의 흩어짐
참조

불(FIRE). 또한 성신; 지구－지구가
깨끗하게 됨; 지옥; 침례, 침례를
주다 참조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거나, 또
는 거룩하게 하는 것의 상징. 불은 또
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수 있다.
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요, 신
4:24. 여호와께서는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시 104:4.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사 29:6(니후 27:2).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
리니, 사 66:15. 그는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고, 말 3:2(3니 24:2; 교성
128:24). 그는 성신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마 3:11(눅
3:16).의인들은불로보전될것임, 니
전 22:17. 악인들은 불로써 멸망당할
것임, 니후 30:10. 우리가 어떻게 불
과 성신의 침례를 받는지를 니파이
가 설명함, 니후 31:13~14(3니 9:20;
12:1; 19:13; 이더 12:14; 교성 33:11).
너는 침례에 의한 그리고 불에 의한
죄 사함을 선포할지니라, 교성 19:31.
크고 가증한 교회는 삼키는 화염에
의하여 무너지리니, 교성 29:21. 땅은
불로 말미암듯 사라지리라, 교성
43:32. 주의 임재하심이 타서 녹이는
불과 같고, 교성 133:41. 아담은 불과
성신으로침례를받았음, 모세 6:66.

불경(不敬)한(UNGODLY). 또한
더러운, 더러움; 불의한, 불의;

악한, 악함; 죄 참조
하나님의 뜻 또는 계명에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나 사물. 악하고 거룩하
지 않은 것.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 1:6.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
지 아니한 자가 어디에 서리요? 벧전
4:18.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
부하라, 모로 10:32. 앙갚음이 경건
하지 아니한 자에게 속히 임하나니,
교성 97:22.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가운데서는 구주의 음성을 높이지
아니하셨으며, 교성 138:20.

불멸(不滅)의(IMMORTAL),

불멸(IMMORTALITY). 또한
구원; 부활; 속죄하다, 속죄; 예수
그리스도; 필멸의, 필멸 참조

육체적 사망에 속박되지 않고 부활
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상태.
그가 살아나셨고, 막 16:6.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전 15:22.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
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고
전 15:53~54. 그리스도는 사망을 폐
하시고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지라, 딤후 1:10. 불멸은 영이 육신에
회복되는 것임, 니후 9:13. 그들의 몸
과 결합된 영은 죽지 아니하는 것이
되어 결코 나뉘지 아니할 것임, 앨
11:45. 충실한 자들은 불멸과 영생으
로 면류관을 쓰게 되리라, 교성 75:5.
지구는 성결하고 불멸하게 될 것임,
교성 77:1(교성 130:9). 사람에게 불
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



님의 일이요, 영광이니라, 모세 1:39.

불의(不義)한(UNRIGHTEOUS),

불의(UNRIGHTEOUSNESS).
또한 더러운, 더러움; 불경한;
악한, 악함; 의로운, 의로움; 죄
참조

악한, 부당한.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또 그의 대업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
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전 6:9~10.
불의를 좋아하는 이들은 심판을 받
음, 살후 2:12.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
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1 1:9. 한 불의한 왕이 모
든 의의 길을 굽게 하느니라, 모사
29:23. 멸망의 기초가 율법사들과 판
사들의 불의로 놓여짐, 앨 10:27. 나
는 불의한 행위에 대하여 세상을 꾸
짖기 위하여 너희를 내어 보내노라,
교성 84:87. 영혼은 모든 불의에서
반드시 성결하게 되어야 함, 교성
88:17~18. 거의 모든 사람은 불의한
지배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려는 기질
이 있도다, 교성 121:39.

불평(不平)하다(MURMUR). 또한
거역 참조

하나님의 목적, 계획 또는 종에 대하
여 투덜거리고 푸념하는 것.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출
15:23~16:3.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
하여 수근거려, 요 6:41. 레이맨과 레
뮤엘이 많은 일에 있어 불평하였음
이라, 니전 2:11~12(니전 3:31;

17:17). 네가 보지 못한 것들로 인해
불평하지 말라, 교성 25:4.

블레셋(PHILISTINES)

원래 갑돌에서 나왔으며(암 9:7) 아
브라함 시대 이전에 욥바에서 애굽
의 광야까지 이르는 지중해 연안의
비옥한 저지대를 차지하였던(창
21:32) 구약전서의 부족. 블레셋 사
람과 이스라엘 사람 간에는 군사적
인 대결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블레
셋 땅의 이름이었던 팔레스타인은
모든 거룩한 땅을 지칭하는 친숙한
이름이 되었다.
이스라엘이 사십 년 동안 블레셋 사
람에게 속박되어 있었음, 삿 13:1. 삼
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 삿
13~16. 골리앗은 가드 출신의 블레
셋 사람임, 삼상 17.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침, 삼상 19:8.

비둘기의 표적(表蹟)(SIGN OF THE

DOVE). 또한 성신 참조
침례 요한이 메시야를 알아보도록
미리 정해진 표적(요 1:32~34). 조셉
스미스는 비둘기의 표적이 성신에
대한 한 증거로서 세상의 창조 이전
에 제정되었으며 그러므로 악마는
비둘기의 표적으로 오지 못한다고
가르쳤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마 3:16.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
성신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내려와,
니전 11:27. 나 요한이 증언하노니,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성신이 비둘
기 모양으로 그의 위에 내려앉으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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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성 93:15.

비밀 결사(秘密 結社, SECRET

COMBINATION). 또한 가인;
개다이앤톤 도적단 참조

사악한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맹세
로 함께 결속된 사람들의 조직체.
거짓의 아버지가 사람의 자녀들을
선동하여 비밀 결사를 만들게 하고,
니후 9:9. 나는 은밀한 어둠의 일을
반드시 멸해야만 하리라, 니후
10:15. 하나님의 심판이 비밀 결사의
일꾼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앨
37:30. 개다이앤톤이 니파이 백성을
거의 완전히 멸망시켰음, 힐 2:4~13.
사탄이 은밀한 맹세와 언약들을 형
성하기 위해 백성들의 마음에 그것
을 넣음, 힐 6:21~31. 주께서 비밀 결
사로 일하시지 아니하시며, 이더
8:19. 비밀 결사를 옹호하는 나라는
멸망당하리라, 이더 8:22~23. 그들
은 그들의 비밀 단체로 인하여 선지
자들의 모든 말씀을 배척하였더라,
이더 11:22. 가인의 시대로부터 비밀
결사가 있었고, 모세 5:51.

비방(誹謗, EVIL SPEAKING). 또한
거짓말 함; 다툼; 뒷공론; 소문
참조

잘못되고 해롭고 악한 것을 말하는
것. 경전에서는 종종, 그렇게 하는
말은 고통을 주려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가해진다.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시 34:13(벧
전 3:10).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
니, 잠 16:27.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

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
나니, 마 5:11(3니 12:11).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마
15:19(막 7:21). 관리를 비방하지 말
라, 행 23:5. 너희는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엡 4:31. 서로 비방하지 말
라, 약 4:11. 험담하거나 비방하는 일
이 없도록 보살피라, 교성 20:54.

비유(比喩, PARABLE). 또한
복음서－복음서의 공관대조
참조

영적인 진리나 원리를 설명하고 가
르치기 위해 사용되는 간단한 이야
기. 비유는 평범한 물체 또는 사건을
하나의 진리에 비교하는 것에 근거
를 두고 있으며, 비유에 함축되어 있
는 의미 또는 메시지는 종종 그것을
받도록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고 듣
는 이에게는 숨겨진다(마 13:10~17).
예수께서 종종 비유로써 가르치셨
다. 그의 주요 비유 목록에 대해서는

“복음서”참조.

빌라도(PILATE),

본디오(PONTIUS)

주후 26~36년에 유대에 있었던 로마
통치자(눅 3:1). 그는 유대 사람들과
그들의 종교를 미워하였으며 적어도
갈릴리 사람 몇 명을 사형에 처하였
다(눅 13:1). 예수는 기소되어 빌라
도 앞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았다
(마 27:2, 11~26, 58~66; 막 15; 눅
23; 요 18:28~19:38).

빌레몬(PHILEMON). 또한 바울
참조



도망하여 바울을 찾아온 노예 오네
시모를 소유하였던 신약전서에 나오
는 그리스도인. 바울은 빌레몬이 이
노예를 용서하여 줄 것을 청하는 편
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 보냈다.

빌레몬서(EPISTLE TO

PHILEMON). 또한 바울; 바울의
서한 참조

신약전서에 있는 책으로서 바울이
쓴 편지. 빌레몬에게 보낸 바울의 편
지는 그의 주인 빌레몬의 것을 훔쳐
서 로마로 달아났던 노예 오네시모
에 관한 사적인 편지이다. 바울은 그
를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
의 편지를 지닌 두기고와 동행시켜
골로새에 있는 그의 주인에게로 돌
려보냈다. 바울은 그에게 오네시모
를 용서하고, 동료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바울은 이
편지를 그가 처음 로마의 감옥에 있
는 동안에 썼다.

빌립(PHILIP)

신약전서에 나오는 벳새다 출신의
빌립은 구주의 초대 십이사도 가운
데 한 명이었다(마 10:2~4; 요
1:43~45).

또 다른 빌립은 십이사도를 보조
하도록 택함 받은 일곱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다(행 6:2~6). 그는 사마리
아에서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였다(행 8).

빌립보서(EPISTLE TO

PHILIPPIANS). 또한 바울;

바울의 서한 참조
바울이 처음 로마의 감옥에 있는 동
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
지. 이것이 현재 신약전서에 있는 빌
립보서이다.

1장은 바울의 인사이며 단합, 겸
손, 그리고 참음에 관한 그의 가르침
이다. 2장은 모든 자가 그리스도에
게 절할 것이며 각 사람이 그 자신의
구원을 이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
고 있다. 3장에서 바울은 그가 그리
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였음
을 설명하고 있다. 4장에서 바울은
그의 도움에 대하여 빌립보 성도들
에게 감사를 전하고 있다.

빚(DEBT). 또한 용서하다 참조
경전에서 사용된 경우를 보면, 어떤
사람에게 빌린 돈 또는 재물은 그 빌
린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형태의 속
박에 놓이게 한다. 또 다른 의미에서
예수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범
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아버지께
우리가 진 빚을 사해줄 것을, 즉 우
리 죄에 대한 값을 치루는 것에서 우
리를 면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된다
고 가르쳤다(마 6:12; 3니 13:11).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시
37:21.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
니라, 잠 22:7. 내가 네 빚을 전부 탕
감하여 주었거늘 너도 불쌍히 여김
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 18:23~35.
피차 어떠한 것도 빚을 지지 말고 서
로 사랑하라, 롬 13:8. 너희는 하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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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영원히 빚을
지고 있음, 모사 2:21~24, 34. 누구든
지 그 이웃에게서 꾸는 자는 꾸는 것
을 되돌려야 함, 모사 4:28. 빚을 갚
고, 속박에서 벗어나라, 교성 19:35.
네 원수에게 빚지는 일은 금지되어
있느니라, 교성 64:27. 너희 모든 부
채를 갚으라, 교성 104:78. 주의 집을
짓기 위해 빚을 지지 말라, 교성
115:13.

빛(LIGHT), 그리스도의 빛(LIGHT

OF CHRIST). 또한 성신; 양심;
예수 그리스도; 예지, 예지들;
진리 참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나
오며 모든 것에 생명과 빛을 주는 하
늘의에너지, 힘, 또는영향력. 그것은
하늘에서와 땅에서 모든 것이 다스려
지는 율법이다(교성 88:6~13). 그것
은 또한 사람들이 복음 진리를 이해
하도록 도움을 주며 또 그들이 구원
에 이르는 복음의 길에 있도록 돕는
다(요3:19~21; 12:46; 앨26:15; 32:35;
교성93:28~29, 31~32, 40, 42).

그리스도의 빛이 성신과 혼동되
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빛은 사
람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또 사람이 성신을 받도록 준
비시켜 주는 영향력이다. 그것은 모
든 사람의 생활에 유익을 위한 영향
력이다(요 1:9; 교성 84:46~47).

그리스도의 빛의 한 표현이 양심
이다. 이것은 사람이 옳고 그른 것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준다(모로 7:16).
사람들이 복음에 관해 더욱 배울수

록, 그들의 양심은 더욱 민감해진다
(모로 7:12~19). 그리스도의 빛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된다(교성 84:46~48).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시 27:1. 우리
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사 2:5(니
후 12:5). 오직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며, 사 60:19. 참 빛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춤, 요 1:4~9(요 3:19;
교성 6:21; 34:1~3). 나는 세상의 빛
이니, 요 8:12(요 9:5; 교성 11:28). 무
엇이든지 빛 된 것은 선하니, 앨
32:35.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생명
이요 빛이시니라, 앨 38:9(3니 9:18;
11:11; 이더 4:12).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선악을 분별
하게 하였은즉, 모로 7:15~19. 하나
님에게서 온 것은 빛이니, 점점 더 밝
아져 마침내는 온전한 낮이 되리라,
교성 50:24. 영은 모든 사람에게 빛
을 주나니, 교성 84:45~48(교성
93:1~2).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빛
과 진리를 받나니, 교성 93:27~28. 빛
과 진리는 저 악한 자를 버리느니라,
교성 93:37.

사가랴(ZACHARIAS). 또한
엘리사벳; 침례 요한 참조

신약전서에 나오는 침례 요한의 아
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의 직분을 갖
고 있었으며 성전에서 임무를 수행
하였다.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와 그의 아
내 엘리사벳에게 한 아들을 약속함,
눅 1:5~25(교성 27:7). 그의 혀가 풀



림, 눅 1:59~79. 사가랴가 성전과 제
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함, 마
23:35(눅 11:51).

사고(思考, THOUGHTS). 또한
깊이 생각하다; 선택의지 참조

사람의 마음에 있는 착상, 개념, 그
리고 형상. 사고력은 하나님이 준 은
사이며, 우리는 사고력을 어떻게 사
용할지 자유로이 선택한다. 우리의
사고 방식은 이 생 이후의 우리의 위
치뿐 아니라 태도와 행위에도 커다
란 영향을 미친다. 의로운 생각은 구
원에 이르게 하며 악한 생각은 정죄
에 이르게 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의도를 아시나
니, 대상 28:9. 대저 그 마음의 생각
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잠 23:7.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
르며, 사 55:7~9.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마 12: 25(눅 5:22;
6:8).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
오는 것은 악한 생각, 막 7:20~23. 모
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고후 10:5. 무엇에든
지 참되며 경건하며 정결하며 사랑
받을 만한 것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
각하라, 빌 4:8. 기억하라, 생각하는
바가 육에 속한즉 사망이요, 생각하
는 바가 영에 속한즉 영원한 생이니
라, 니후 9:39. 만일 너희가 너희 자
신과, 너희의 생각을 살피지 않는다
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리라, 모사
4:30.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정죄할
것인즉, 앨 12:14. 오직 하나님만이
네 생각과 네 마음의 의도를 아심,

교성 6:16(교성 33:1).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교성 6:36. 생
명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쌓아 두라,
교성 84:85. 무익한 생각을 던져버리
라, 교성 88:69. 사람들의 생각이 드
러날 것임, 교성 88:109.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교성
121:45. 모든 사람의 생각이 끊임없
이 악해짐, 모세 8:22.

사도(使徒, APOSTLE). 또한 계시;
제자 참조

그리스어로, 사도는“보내심을 입은
이”를 의미한다. 그것은 예수께서 선
택하시고 그의 가장 가까운 제자로,
지상에서의 그의 성역 동안에 조력
자로 성임한 십이사도에게 주신 칭
호이다(눅 6:13; 요 15:16). 그는 그를
대표하고 또 그가 승천하신 후에 그
를 위해 성역을 행하도록 그들을 보
내셨다. 고대에서와 마찬가지로 오
늘날 회복된 교회의 십이사도 정원
회의 사도는 그분의 신성과 죽은 자
로부터의 부활을 온 세상에 증언하
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
인이다(행 1:22; 교성 107:23).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
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음, 엡
2:20; 4:11. 리하이와 니파이가 예수
를 따르는 열두 사도를 봄, 니전
1:10; 11:34. 사도들이 이스라엘 집을
심판할 것임, 몰 3:18. 선지자들과 사
도들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려 하
지 아니하는 자들은 끊어지리라, 교
성 1:14(니삼 12:1). 십이사도의 부르
심과 사명이 계시됨, 교성 18: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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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스미스가 사도로 성임됨, 교성
20:2; 21:1. 사도는 그리스도의 이름
의 특별한 증인이며 성역의 열쇠를
지님, 교성 27:12(교성 112:30~32).
십이사도는 제일회장단과 권세가 동
등 한 정 원 회 를 구 성 함 , 교성
107:23~24. 십이사도는 순회 감리
고등평의회니라, 교성 107:33. 십이
사도는 선교 사업의 열쇠를 지님, 교
성 107:35. 십이사도의 의무 몇 가지
가 설명됨, 교성 107:58. 내가 십이사
도 모두에게 이르노니, 나를 따르며,
나의 양을 먹이라, 교성 112:14~15.
우리는 사도를 믿는다, 신개 1:6.
사도의 선정: 사도는 주께서 선택하
신다(요 6:70; 15:16).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 중에서 열두
사도를 택하심, 눅 6:13~16. 맛디아
가 사도로 택함을 받음, 행 1:21~26.
올리버 카우드리와 데이비드 휘트머
가 십이사도를 찾아내라는 명을 받
음, 교성 18:37~39.

사도행전(使徒行傳, ACTS OF

THE APOSTLES). 또한 누가
참조

이 책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두
부분으로 된 글 가운데 두 번째 것이
다. 첫째 부분은 누가복음으로 알려
져 있다. 1~12장은 구주의 죽음과 부
활 직후에 베드로의 지도 아래 행해
진 십이사도의 주요한 선교 활동 가
운데서 일부를 기록하고 있다.
13~28장은 사도 바울의 여행과 선교
사업의 일부를 약술하고 있다.

사두개인(SADDUEES). 또한 유대인
참조

유대인 가운데서 작지만 정치적으로
강력했던 무리 또는 계급. 그들은 모
세의 율법을 자구 그대로 순종하는
것에 대해 철저하게 믿었으며, 영과
천사의 실재 및 부활과 영생의 교리
에 대해 거부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
다(막 12:18~27; 행 4:1~3; 23:7~8).

사드락(SHADRACH). 또한 다니엘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
벳느고는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왕궁으로 데려가진 세
명의 이스라엘 청소년들이다. 사드
락의 히브리 이름은 하나니야이다.
네 젊은이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취하여 자기를 더럽히기를 거부하였
다(단 1).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는 왕에 의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보전되었다(단 3).

사라(SARAH). 또한 아브라함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첫째
아내. 노년에 그녀는 이삭의 어머니
가 되었다(창 18:9~15; 21:2).

사람(MAN), 사람들(MEN). 또한 영;
영적 창조; 하나님, 신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참조

온 인류, 남성과 여성 모두를 지칭
함. 모든 남자와 여자는 문자 그대로
하늘 아버지의 영의 자녀이다. 그들
이 필멸의 세계에 태어났을 때, 그들
은 필멸의 육체를 받았다. 이러한 육



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
이었다(창 1:26~27). 필요한 의식들
을 받고, 그 성약들을 지키며, 또 하
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충실한 남
자와 여자는 그들의 승영에 들어가
며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
조하시되, 창 1:27(모사 7:27; 교성
20:17~18).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
서 그를 생각하시며, 시 8:4~5.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렘
17:5(니후 4:34; 28:26, 31).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전 13:11. 사람이 존재
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 니후
2:25.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적
이라, 모사 3:19. 너희가 어떠한 사람
이 되어야 마땅하냐? 3니 27:27. 좌
절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요
사람의 일이니라, 교성 3:3. 네가 하
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지 말
았어야 하느니라, 교성 3:7(교성
30:11; 122:9). 모든 것은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또 사람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져서, 교성 59:18. 나는 사람
이 아무 것도 아님을 아나니, 모세
1:10. 하나님의 일과 영광은 사람에
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임,
모세 1:39.
사람, 하늘 아버지의 영의 자녀: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
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민 16:22(민 27:16). 너희는 너희 하
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신 14:1. 너

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
이라 하였으나, 시 82:6.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
라, 호 1:10.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
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말 2:10. 하나님
의 소생이 되었은즉, 행 17:29. 성령
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을 증언하시나니, 롬 8:16.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지 않겠느냐,
히 12:9. 모든 사람의 영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로 데려감
을 입느니라, 앨 40:11. 세상의 주민
은 하나님에게 아들과 딸로 태어났
도다, 교성 76:24. 사람은 태초에 아
버지와 함께 있었느니라, 교성
93:23, 29. 모든 만물이 지면에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으로
창조하셨느니라, 모세 3:5~7.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세상을 만들었고
사람이 육으로 있기 전에 그들을 지
었느니라, 모세 6:51.
사람, 하늘 아버지처럼 될 잠재성이
있는: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 5:48(3니
12:48).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너희
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요
10:34(교성 76:58).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
속자가 될 수 있음, 롬 8:17. 너는 아
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
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갈 4:7.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요1 3:2.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
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계

120사람, 사람들



121 사랑

3:21. 그들에게는 내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었나니, 3니
9:17. 해의 왕국을 상속받는 자는 신
들이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니, 교성 76:50, 58. 그때에 그들은
모든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이
되느니라, 교성 132:20.

사랑(LOVE). 또한 긍휼; 자애;
적개심 참조

깊은 헌신과 애정. 하나님에 대한 사
랑은 헌신, 동경, 경건, 다정함, 자비,
용서, 긍휼, 은혜, 봉사, 감사, 친절을
포함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그분의 가장 큰 사랑의 예는 예수 그
리스도의 무한한 속죄에서 찾을 수
있다.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 19:18(마 5:43~44; 마
22:37~40; 롬 13:9; 갈 5:14; 약 2:8; 모
사 23:15; 교성 59:6). 너는 마음을 다
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 6:5(모로10:32; 교성59:5).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
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신 13:3.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
계하시기를, 잠 3:12.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잠 17:17.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를 주셨으니, 요 3:16(교성 138:3). 서
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요 13:34(요 15:12, 17; 모세
7:33).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
명을 지키리라, 요 14:15(교성 42:29).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 15:13. 베드로, 네가 이 사람들보
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요 21:15~17.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
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할 것임, 롬 8:35~39. 하나님
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
하고, 고전 2:9. 사랑으로 서로 종 노
릇하라, 갈 5:13. 남편들아 아내를 사
랑하라, 엡 5:25(골 3:19).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요1 2:15.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1 4:8. 우리가 사랑
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
이라, 요1 4:19. 그리스도께서는 사람
들을 향한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으시느니라, 니전 19:9.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힘써 앞
으로 나아가라, 니후 31:20.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도록 너희 자녀
들을 가르칠 것이니라, 모사 4:15. 만
일 너희가 구속하시는 사랑의 노래
를 부르고자 느꼈다면, 너희는 지금
그렇게 느낄 수 있느냐? 앨 5:26. 성령
의 인도하심을 받아 인내하며 사랑
이 충만하게 되라, 앨 13:28. 네 모든
격정을 굴레 씌워, 네가 사랑으로 충
만하게 되도록 하라, 앨 38:12. 백성
들의 마음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
랑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없었더라, 4
니 1:15.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권유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모로 7:13~16.
자애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
라, 모로 7:47. 완전한사랑이모든두



려움을내어쫓음이라, 모로 8:16(요1
4:18). 사랑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
님의 일을 행할 자격이 있게 하느니
라, 교성 4:5(교성 12:8). 성결하게 됨
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자에게 옴, 교성 20:31. 만일 네가 나
를 사랑하면, 나를 섬기고 나의 계명
을 지키라, 교성 42:29(요 14:15). 그
대가 바로 잡거나 꾸짖은 자에게 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이라, 교성
121:43. 사람이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사랑하더라, 모세 5:13, 18, 28.

사로잡힘(CAPTIVITY). 또한
자유로운, 자유 참조

육체적또는영적속박안에있는것.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

미암아 사로잡혀 갔음, 겔 39:23. 사
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계
13:10. 간악한 자들은 떨어져 악마의
포로가 될 것임, 니전 14:4, 7. 사람은
자유로이 자유와 영생 또는 사로잡
힘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나니, 니후
2:27. 육체의 뜻은 악마의 영에게 너
희를 사로잡는 능력을 주어, 니후
2:29.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사로잡
혔던 것을 충분히 기억 속에 간직하
였느냐? 앨 5:5~6. 그 마음을 완악하
게 하는 자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 앨 12:11. 악마의 유혹을 받
고 그에게 사로잡혀 이끌려가지 않
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3니 18:15.

사마리아(SAMARIA). 또한
사마리아인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북

왕국의 수도(왕상 16:23~24). 작은
산 위에 있는 그 강력한 군사적 위치
때문에 앗수르인들은 삼 년 동안의
포위 끝에 마침내 그것을 함락시킬
수가 있었다(왕하 17:5~6). 헤롯은
그것을 재건하여 세바스테라고 불렀
다. 신약 시대에, 사마리아는 요단
강 서쪽 팔레스타인 중부 지방 전체
의 이름이었다.

사마리아인(SAMARITANS). 또한
사마리아 참조

이스라엘의 북 왕국이 앗수르인에
의해 함락된 이후에 사마리아에 살
았던 성서상의 사람들. 사마리아인
은 부분적으로 이스라엘인이며 부분
적으로 이방인이었다. 그들의 종교
는 유대 및 이교도의 믿음과 관습이
혼 합 된 것 이 었 다 . 누 가 복 음
10:25~37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사마리아인이 이스라엘의 종
교에서 배도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 가졌던 증오
심을 보여 준다. 주가 사도들에게 복
음을 사마리아에 전파하도록 명령하
였다(행 1:6~8). 빌립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마리아 사람에게 성공적으
로 전파하였으며 그들 가운데서 많
은 기적을 수행하였다(행 8:5~39).

사망(死亡, DEATH),

둘째(SECOND). 사망, 영적 참조

사망(死亡, DEATH), 영적(靈的,

SPIRITUAL). 또한 구원; 멸망의
자식들; 아담과 이브의 타락;
악마; 정죄; 지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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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과 그의 영향으로부터의 분
리. 의와 관련된 것들에 대하여 죽는
것. 루시퍼와 천군의 삼분의 일은 그
들이 하늘 밖으로 내어 던져질 때 영
적 사망을 겪었다(교성 29:36~37).

영적 사망은 아담의 타락에 의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모세 6:48).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필멸
의 존재는 지상에 살아 있는 동안에
영적으로 죽게 된다(딤전 5:6).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또 복음
의 원리들과 의식들에 대한 순종에
의해 남자와 여자는 죄로부터 깨끗
하게 될 수 있고 또 영적 사망을 극
복할 수 있다.

영적 사망은 또한 필멸의 육신의
사망 후에 일어난다. 부활한 존재와
악마 및 그의 사자들 양쪽 모두는 심
판을 받을 것이다. 복음의 빛과 진리
에 의도적으로 거역한 자들은 영적
사망을 겪을 것이다. 이 사망은 종종
둘째 사망으로 불리기도 한다(앨
12:16; 힐 14:16~19; 교성 76:36~38).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시 37:9. 육신의 생각은 사망
이요, 롬 8:6(니후 9:39). 정욕은 사람
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라, 딤전 6:9. 죄가 사망을 낳느니라,
약 1:15.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
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 2:11.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
고, 계 20:6, 12~14. 사악한 자들은 불
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 21:8(교성
63:17~18). 사람은 자유와 영생을 택

하거나 또는 사로잡힘과 죽음을 자
유로이 택할 수 있나니, 니후 2:27(니
후 10:23; 앨 29:5; 힐 14:30~31). 하나
님께서는 우리가 사망과 지옥에서
벗어날 길을 마련하셨음, 니후 9:10.
스스로를 지옥의 고통에서 풀어 너
희가 둘째 사망을 겪지 않도록 하라,
야곱 3:11.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의 적이라, 모사 3:19. 주께서 너희에
게 회개를 주사 너희로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앨
13:30. 앨마가 사망의 영원한 사슬에
둘러싸여 있었음, 앨 36:18. 악인은
의의 일에 관한 것에 대하여 죽음이
라, 앨 40:26(앨 12:16). 타락이 모든
인류에게 영적 사망을 가져왔으므
로, 앨 42:9(힐 14:16~18). 아담이 타
락하였을 때 그는 영적으로 죽은 자
가 되었음, 교성 29:40~41, 44.

사망(死亡, DEATH),

육체적(肉體的, PHYSICAL).
또한 구원; 부활; 아담과 이브의
타락; 필멸의, 필멸 참조

육과 영의 분리. 타락은 지구에 필멸
과 사망을 가져왔다(니후 2:22; 모세
6:48).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사망
을 정복하여서 모든 사람은 부활할
것이다(고전 15:21~23). 부활은 사람
들이 이 생에서 선을 행하였든지 또
는 악을 행하였든지에 상관없이 모
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사
이다(앨 11:42~44). 각 사람은 오직
한 번의 육체적 사망을 겪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은 더 이상 죽을 수가 없다(앨



11:45).
모든 육체가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욥 34:15.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시 116:15. 흙은 땅
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
아감, 전 12:7.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
미암았으니, 고전 15:21. 구주께서 음
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셨음, 계
1:18.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계 21:4. 죽음
이 만인에게 임한지라, 니후 9:6,
11(앨 12:24). 그들은 죽음에 대하여
는 공포도 결코 갖지 아니하였으니,
앨 27:28. 앨마가 죽음과 부활 사이의
영혼의 상태를 설명함, 앨 40:11. 내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니, 교성 42:46. 죽기로 정해
져 있지 아니한 자는 병 고침을 받으
리라, 교성 42:48.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 내가 너희를 시험할 것임,
교성 98:14.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
니라, 모세 4:25. 아담의 타락으로 인
하여죽음이왔고, 모세 6:48.

사무엘(SAMUEL), 구약전서의

선지자(先知者)(OLD

TESTAMENT PROPHET)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그
의 어머니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태어났다(삼상 1). 어릴 적에 그는
실로에 있던 성막의 대제사장 엘리
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다(삼상 2:11;
3:1). 주께서 어린 나이에 사무엘을
부르셔서 선지자가 되도록 하셨다
(삼상 3). 엘리의 사망 이후에 사무

엘은 위대한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
엘의 사사가 되었으며 그 땅에 율법,
질서, 그리고 정규적인 종교적 예배
를 회복하였다(삼상 4:15~18;
7:3~17).

사무엘상 28:5~20은 사울 왕의
요청에 따라 엔돌의 무당이 사무엘
을 죽은 자에게서 불러낸 기사가 담
겨 있다. 이는 하나님에게서 온 시현
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 무당 또는
다른 영매가 선지자에게 영향을 미
쳐 그의 요청에 따라 나타나도록 할
수 없기 때문이다(삼상 28:20;
31:1~4).
사무엘상하: 어떤 성경에는 사무엘
상과 사무엘하가 한 권으로 되어 있
다. 다른 성경에 그것은 두 권으로
되어 있다. 이 책들은 사무엘의 탄생
에서부터 다윗 왕의 죽음 직전까지
약 130년의 기간을 다루고 있다.
사무엘상: 1~4장은 주께서 엘리의 가
족을 저주하시고 벌 주셨으며 사무
엘을 대제사장과 사사로 부르셨음을
기술하고 있다. 4~6장은 어떻게 언약
궤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떨어졌는
지를 말해주고 있다. 7~8장은 거짓
신들과 사악한 왕을 가지는 것에 대
한 사무엘의 경고를 기록하고 있다.
9~15장은 사울의 즉위와 왕으로서의
통치를 기술하고 있다. 16~31장은 다
윗의 역사와 그가 권력을 얻게 된
것－사무엘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기름부은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사울
은 다윗을 미워하였으나, 다윗은 비
록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124사무엘, 구약전서의 선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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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하기를거부하였다.
사무엘하: 이 책은 유다의 왕으로서
그리고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
으로서의 다윗의 통치의 상세한 내
용을 담고 있다. 1~4장은 유다에 의
해 그가 즉위한 이후에 다윗의 추종
자들과 사울의 추종자들 사이의 오
랜 싸움을 보여 주고 있다. 5~10장은
많은 땅에 걸쳐 강력하게 된 다윗을
보여 주고 있다. 11~21장은 다윗이
그의 죄와 그 자신의 가족 안에서의
모반 때문에 그의 영적인 힘이 쇠망
함을 보여 주고 있다. 22~24장은 주
와 화해하려는 다윗의 시도를 기술
하고 있다.

사무엘(SAMUEL), 레이맨인(THE

LAMANITE)

몰몬경에서, 구주의 탄생 직전에 니
파이인들을 가르치고 경고를 하도록
주가 보낸 레이맨인 선지자. 사무엘
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망에
관련된 표적들 그리고 니파이인들의
멸망에 관하여 예언하였다(힐
13~16).

사사기(士師記, BOOK OF

JUDGES)

구약전서에 있는 한 책. 사사기는 여
호수아의 사망에서부터 사무엘의 탄
생까지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루고
있다.

1~3장은 사사기 전체의 서문이
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
의 적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삿 1:16~35), 그 결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의 상실, 믿지 않는 이
들과의 결혼, 그리고 우상 숭배를 겪
어야만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3~5
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사
람들에게서 구원하였던 드보라와 바
락의 경험을 들려 주고 있다. 6~8장
은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구원하였던 기
드온의 신앙을 증진시켜 주는 경험
이다. 9~12장에서는, 대부분 배도하
여 압제 아래 있던 이스라엘에서 여
러 다른 사람들이 사사의 역할을 하
였다. 13~16장은 마지막 사사인 삼
손의 일어남과 넘어짐에 관해 말해
주고 있다. 마지막 장들인 17~21장
은 이스라엘의 죄의 깊음을 밝혀 주
는 부록으로 묘사될 수 있다.

사울(SAUL), 다소 사람(OF

TARSUS). 바울 참조

사울(SAUL), 이스라엘의

왕(王)(KING OF ISRAEL)

구약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분리
되기 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
는 그의 통치 초반에는 의로웠지만,
결국에는 교만으로 가득차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다(삼상 9~31).

사제술(司祭術, PRIESTCRAFT)

사람이 세상의 이득과 칭찬을 얻고
자 전도하며 세상에 스스로를 빛으
로 내세우는 것. 그들은 시온의 복리
를 구하지 않는다(니후 26:29).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지 말라, 벧전 5:2. 이익을
얻으려 세워진 교회들은 반드시 내



려져야 함, 니전 22:23(몰 8:32~41).
사제술과 죄악으로 인하여, 예수께
서 십자가에 못박히시리라, 니후
10:5. 사제술이 이 백성 중에 강제된
다 할진대 그로 인해 이들은 온전히
멸망되리로다, 앨 1:12. 이방인들이
온갖 사제술로 가득차게 될 것임, 3
니 16:10.

사탄(SATAN). 악마 참조

사해(死海, DEAD SEA)

요단 계곡의 남쪽 끝에 있는 소금 바
다. 이 바다는 또한 염해로도 알려져
있다. 그 표면은 지중해 면보다 397
미터 정도 낮다. 소돔, 고모라 및 소
알 또는 벨라 등 여러 성이 그 해변
에 있었다(창 14:2~3).

예언의 성취로서 그리고 구주의
재림의 표적으로서 사해의 물이 되
살아나서 생명이 그 곳에 번성할 것
이다(겔 47:8~9).

사형(死刑, CAPITAL

PUNISHMENT). 또한 살인하다
참조

행한 범죄에 대해 형벌로서 죽임. 특
히 살인에 대한 형벌에 관련된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창 9:6(조성, 창
9:12~13).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민 35:16. 고의로 죽이는 살
인자는 죽을 것임이니라, 니후 9:35.
법에 따라 네게 사형을 언도하노니,
앨 1:13~14. 살인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졌음이라, 앨 1:18. 법은 살인한
자의 목숨을 요구하나니, 앨 34:12.

살인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교성
42:19.

산상수훈(山上垂訓, SERMON ON

THE MOUNT). 또한 예수
그리스도; 팔복 참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하러 보낼
그의 제자들에게 한 설교(마 5~7; 눅
6:20~49). 주는 십이사도를 부른 후
곧 이 설교를 하셨다.

조셉 스미스역 성경의 설교와 3
니 12~14에 기록된 유사한 설교는
이 설교를 명확하게 밝혀 주며, 그
중요한 부분이 마태복음의 기사에서
는 빠져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산아제한(産兒制限, BIRTH

CONTROL). 또한 가족; 결혼,
결혼하다 참조

임신을 제한하거나 막음으로써 한
부부에게 태어나는 자녀의 수를 조
절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 1:28(모세 2:28). 자식들은 여호와
의 기업이요, 시 127:3~5. 리하이의
가족이 주를 위해 자손을 생육해야
했음, 니전 7:1. 결혼은 하나님이 사
람에게 정하여 주신 것임, 교성
49:15~17. 승영한 자들은 영원무궁
하도록 자손이 충만하고 계속될 것
임, 교성 132:19, 63.

산헤드린(SANHEDRIN). 또한
유대인 참조

세속적인 문제 및 종교적 문제 모두
에 있어서 유대의 원로원이며 유대
의 최고 법정. 산헤드린은 대제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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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그리고 장로 가운데서 뽑힌
칠십일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경
전에서 이는 종종 공회로 불린다(마
26:59; 막 14:55; 행 5:34).

살(FLESH). 또한 몸; 육신에 속한;
육에 속한 사람; 필멸의, 필멸
참조

살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⑴ 인
류, 동물, 새, 또는 물고기의 육체를
구성하는 연질 조직 ⑵ 필멸 ⑶ 사람
의 물리적 또는 육신에 속한 본성.
육체 조직: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창 9:3. 동물을 불필요하게
죽여서는 아니됨, 조성, 창 9:10~11
(창 49:21). 동물과 새는 사람이 음식
과 의복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 교
성 49:18~19(교성 59:16~20). 우리
는 고기를 조금씩 먹어야 함, 교성
89:12~15.
필멸: 예수는 아버지의 독생자로 필
멸로 오셨음, 요 1:14(모사 15:1~3).
아담은 첫 육신이 되었음, 모세 3:7.
사람의 육신에 속한 본성: 무릇 육신
으로 그의 힘을 삼는 그 사람은 저주
를 받을 것이라, 렘 17:5.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막
14:38. 육신의 정욕은 아버지께로부
터 온 것이 아니요, 요1 2:16. 니파이
가 자신의 육신과 죄악으로 인하여
슬퍼함, 니후 4:17~18, 34. 너희 자신
을 악마와 육체의 뜻에 화합되게 말
라, 니후 10:24.

살렘(SALEM). 또한 멜기세덱;
예루살렘 참조

멜기세덱이 다스렸던 구약전서의 도
시. 이는 현재의 예루살렘의 터에 위
치하였을 것이다. “살렘”이라는 이
름은“평화”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매우 비슷하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창 14:18. 멜기세
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
나님의 제사장이라, 히 7:1~2. 멜기
세덱은 살렘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
음, 앨 13:17~18.

살리다(QUICKEN). 또한 부활 참조
살게 하는 것, 부활시키는 것, 또는
사람이 하나님의 면전에 거할 수 있
도록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엡 2:4~5(골 2:6, 12~13).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
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
니, 벧전 3:18(교성 138:7).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심을 받지 아니하고는
아무 사람도 하나님을 뵈옵지 못하
였느니라, 교성 67:11. 구속은 만물
을 살게 하는 이를 통하여 오나니,
교성 88:16~17. 성도는 살게 하심을
입고 끌려 올라가 그를 만나게 되리
라, 교성 88:96. 아담은 속 사람이 살
아나게 되었더라, 모세 6:65.

살인(殺人)하다(MURDER). 또한
가인; 사형 참조

사람을 불법으로 그리고 고의로 죽
이는 것. 살인은 처음부터 정죄받는
죄이다(창 4:1~12; 모세 5:18~41).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사람에 의해 흘리게 될 것이니,
창 9:6(조성, 창 9:12~13; 출 21:12;
앨 34:12). 살인하지 말라, 출
20:13(신 5:17; 마 5:21~22; 모사
13:21; 교성 59:6). 예수께서 이르시
되 살인하지 말라, 마 19:18. 살인자
들은 둘째 사망에 던져지리니, 계
21:8. 당신들은 마음에 살인한 자들
이며, 니전 17:44. 고의로 죽이는 살
인자에게 화 있나니, 니후 9:35. 하나
님께서 명하사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며, 니후 26:32. 살인은 주께 가증
한 일이라, 앨 39:5~6. 살인하는 자
는 용서 받지 못하리라, 교성 42:18.
살인한 자는 누구든지 그 땅의 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니라, 교성 42:79.

살펴보다(WATCH),

파수(把守)꾼(WATCHMEN).
또한 경고하다, 경고 참조

경계하고 있는 것, 지키는 것. 살펴
보고 순종하는 사람은 준비되고 또
예비된 자이다. 파수꾼은 주의 대표
자에 의해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위
하여 특정한 책임을 지도록 부름 받
은 지도자들이다. 지도자로 부름 받
은 이들은 세상의 나머지에 대해 파
수꾼이 되라는 특별한 책임을 또한
진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겔
3:17~21. 경고의 음성을 높이는 파수
꾼들은 그들의 생명을 구원함, 겔
33:7~9.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
는 너희 주가 임할 시각을 너희가 알
지 못함이니라, 마 24:42~43(마
25:13; 막13:35~37; 교성133:10~11).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
하라, 마 26:41(3니 18:15, 18). 만일
너희가 너희 자신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말과, 너희의 행실을 살피지
아니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리
라, 모사 4:30. 앨마가 교회를 감리하
고 감독할 제사와 장로를 성임하였
더라, 앨 6:1. 깨어서 구주를 기다리
지 아니하는 자는 끊어버림을 당하
리라, 교성 45:44. 감독과 다른 사람
들이 교회를 보살피도록 하나님에게
서 부름을 받고 성임됨, 교성 46:27.
주께서 포도원을 살펴볼 파수꾼을
두심, 교성 101:44~58.

삼손(SAMSON)

구약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제
12대“사사”. 그는 대단한 육신의 힘
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부 도덕적 선
택과 행동에서 현명하지 못하였다
(삿 13:24~16:31).

상속자(相續者, HEIR)

물질적 또는 영적 선물을 상속하도
록 권리가 주어진 사람. 경전에서,
의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에 대해 상속자가 될 것
이라는 약속이 주어졌다.
아브라함이 한 상속자를 바람, 창
15:2~5. 아브라함은 믿음의 의로 말
미암아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음, 롬
4:13.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 자녀
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임,
롬 8:16~17(교성 84:38). 네가 아들
이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128살펴보다, 파수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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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업을 받을 자니라, 갈 4:7. 하나님
께서 그의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히 1:2. 그들의 죄 사함을
고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들이니라, 모사 15:11. 백성들
이 그리스도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
라의 상속자가 됨, 4니 1:17.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도 해의 왕국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음, 교성 137:7~8.
회개하는 죽은 자는 구원의 상속자
가 됨이니라, 교성 138:59. 아브라함
은 자신의 의로써 정당한 상속인이
되었느니라, 아브 1:2.

상징주의(象徵主義, SYMBOLISM)

어떤 것을 다른 것의 모습 또는 형상
으로 사용하는 것. 경전에서 상징주
의는 익숙한 물건, 사건 또는 상황을
사용하여 복음의 원리나 가르침을 표
현한다. 예를 들면 몰몬경의 선지자
앨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기 위
하여씨앗을사용하였다(앨32).

경전을 통하여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치기 위해
상징주의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상
징들 가운데 몇 가지는 의례와 의식
(모세 6:63), 희생(히 9:11~15; 모세
5:7~8), 성찬(눅 22:13~20; 조성, 막
14:20~24), 그리고 침례(롬 6:1~6; 교
성 128:12~13)가 포함된다. 성경의
많은 이름도 상징적이다. 구약전서
에 나오는 성막 의례 및 모세의 율법
은 영원한 진리들을 표현하고 있다
(히 8~10; 모사이야 13:29~32; 앨마
25:15; 힐 8:14~15). 다른 예에 대해
서는 마태 5:13~16; 요한 3:14~15;

야곱 4:5; 앨마 37:38~45 참조.

상(傷)한 마음(BROKEN HEART).
또한 겸손한, 겸손; 마음; 온유한,
온유; 회개하다, 회개; 희생 참조

상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겸손해지
고, 통회하며, 회개하며, 온유해지는
것으로, 곧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
게 되는 것이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사 57:15. 그리스도께
서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지닌 자들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셨
음, 니후 2:7.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그리스도께 희생으로 드리
라, 3니 9:20(교성 59:8). 오직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자들
만이 침례로 받아들여짐, 모로 6:2.
예수는 통회하는 마음의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음, 교성
21:9. 그 심령이 통회한 자는 받아들
여지느니라, 교성 52:15. 통회하는
자에게 성령이 약속됨, 교성 55:3. 나
의 영이 겸손하며 통회하는 자에게
빛을 주려고 보내졌음이니라, 교성
136:33.

새라이아(SARIAH). 또한 리하이,
니파이의 아버지 참조

몰몬경에 나오는 리하이의 아내이며
(니전 5:1~8; 8:14~16; 18:19) 레이
맨, 레뮤엘, 샘, 니파이, 야곱, 요셉,
또 딸들의 어머니(니전 2:5; 니후
5:6).

새롭고도 영원(永遠)한

성약(聖約)(NEW AND



EVERLASTING COVENANT).
또한 성약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교성
66:2). 그것은 배도의 기간 이후에 다
시금 계시될 때마다 새로운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약이며 또 사람
들이 그것을 기꺼이 받고자 하였던
복음의 모든 경륜의 시대에 누려져
왔다는 의미에서 영원한 것이다. 새
롭고도 영원한 성약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다시 지상의 인간에게 계시되
었다. 그것은 인간의 구원, 불멸, 그
리고 영생을 위해 마련된 신권 권세
에 의해 집행되는 침례 및 성전 결혼
과 같은 성스러운 의식들을 담고 있
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
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의 새롭고
도 영원한 성약의 축복을 주시겠다
고 성약한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서, 창 17:7. 그가 영원한 제사장 직
분의 언약을 가질 것임, 민 25:13. 백
성들이 율례를 어기며 또 영원한 언
약을 깨뜨렸음이라, 사 24:5(교성
1:15).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
약을 맺으리니, 사 55:3(렘 32:40). 영
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겔 37:26. 주
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으며 또
옛 것은 사라짐, 히 8:13.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심, 히 12:24(교성
76:69). 이것은 새롭고도 영원한 성
약이니, 교성 22:1. 나는 나의 영원한
성약을 세상에 보내어, 교성 45:9(교

성 49:9). 주께서 그의 복음의 충만
함, 곧 그의 영원한 성약을 보내셨
음, 교성 66:2(교성 133:57). 해의 왕
국의 가장 높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
는 사람이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
약을 맺어야만 하느니라, 교성
131:1~2.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은 주
의 영광의 충만함을 위하여 제정되
었나니, 교성 132:6, 19.

새 예루살렘(NEW JERUSALEM)

성도들이 모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개인적으로 복천년 동안 그들과 함
께통치하실장소. 시온(새예루살렘)
은 미 대륙에 세워지고 지구는 새롭
게 되어서 그 낙원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신개 1:10). 그것은 또한 복천
년의 시작 때에 하늘 가운데서 내려
오게될거룩한도시를지칭한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미 4:2. 내 하나님의 성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임, 계 3:12. 요한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봄, 계 21:1~5. 이
백성을 내가 이 땅에 세우며 이 땅은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요, 3니 20:22.
새 예루살렘은 미 대륙에 세워질 것
이라, 이더 13:3~6, 10. 새 예루살렘
이 준비되리라, 교성 42:9, 35,
62~69. 성도는 모여서 새 예루살렘
을 세워야 함, 교성 45:63~75. 새 예
루살렘은 미주리 주에 세워져야 함,
교성 84:1~5(교성 57:1~3). 어린 양
이 시온 산 위에, 또 거룩한 성 새 예
루살렘 위에 설 것이요, 교성 133:56.
나의 성막이 시온, 새 예루살렘이라
일컬어지리라, 모세 7:62.

130새 예루살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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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SAM). 또한 리하이, 니파이의
아버지 참조

몰몬경에 나오는 리하이의 셋째 아
들(니전 2:5). 그는 주를 따르기로 선
택하였던 공정하고 거룩한 사람이었
다(니전 2:17; 니후 5:5~6; 앨 3:6).

생각(MIND)

정신적 기능; 의식적인 사고력.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
로 섬길지어다, 대상 28:9.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 22:37. 생각하는 바가 육에 속한
즉 사망이요, 생각하는 바가 영에 속
한즉 영원한 생명이니라, 니후 9:39.
주의 음성이 나의 생각 속에 임하여,
이노 1:10. 말씀은 칼보다 백성들의
생각에 더 강력한 효과가 있었더라,
앨 31:5. 나는 네 생각에 말하리라,
교성 8:2. 네 생각으로 그것을 연구
하라, 교성 9:8. 영원한 엄숙함이 너
희 생각에 머물러 있게 하라, 교성
43:34. 과거에는 너희 마음이 어두워
졌나니, 교성 84:54. 일찍 네 잠자리
에 들어, 일찍 일어나 너희 몸과 너
희 마음이 활력 있게 하라, 교성
88:124. 사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지 못하였음이라, 모세 4:6.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으므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시온이라 불렀더라, 모
세 7:18.

생명(生命, LIFE). 또한 빛,
그리스도의 빛; 영생 참조

하나님의 힘에 의해 가능하게 된 현
세적 및 영적 존재.

내가 오늘 생명과 복을 네 앞에 두었
나니, 신 30:15~20.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시 16:11. 공
의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을 얻느
니라, 잠 21:21. 자기 목숨을 얻는 자
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
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
10:39(마 16:25; 막 8:35; 눅 9:24;
17:33).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
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
노라, 눅 9:56. 그 안에 생명이 있었
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
1:4.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
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
5:24.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니, 요 14:6.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
리라, 고전 15:19~22.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딤전 4:8.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 생명을 고대하고, 니후 25:23~27.
이 생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시간이라, 앨 34:32(앨
12:24).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
라, 3니 9:18(모사 16:9; 3니 11:11;
이더 4:12). 살든지 죽든지 충실한 자
는 복이 있나니, 교성 50:5. 영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
도를 아는 것이니라, 교성 132:24. 사
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것－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
광이니라, 모세 1:39.

생명(生命)나무(TREE OF LIFE).
또한 에덴 참조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나무(창 2:9; 계 2:7). 리하이의 꿈에
서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
타내며 하나님의 모든 은사들 가운
데서 가장 큰 것으로 언급되어진다
(니전 8; 11:21~22, 25; 15:36).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이 생명나
무의 길을 지키니라, 창 3:24(앨
12:21~23; 42:2~6). 요한이 생명나무
를 보았으며 또 그 잎사귀들은 만국
을 치료하는 힘을 가짐, 계 22:2. 리하
이가 생명나무를 봄, 니전 8:10~35.
니파이가 그의 부친이 본 나무를 봄,
니전 11:8~9. 쇠막대가 생명나무로
인도함, 니전 11:25(니전 15:22~24).
가공할 심연이 악인을 생명나무로부
터 갈라 놓음, 니전 15:28, 36. 생명나
무에 반대되는 금단의 열매가 반드
시 있어야 함, 니후 2:15. 주께로 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라, 앨 5:34,
62. 만일 우리의 시조가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한다면, 그들은 영
원히 비참하게 되었을 것이요, 앨
12:26. 너희가 말씀을 가꾸지 아니할
진대, 너희는 결코 생명나무의 열매
를 딸 수 없느니라, 앨 32:40. 주께서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를 심었더라,
모세 3:9(아브 5:9).하나님께서 아담
이 생명나무 열매를 취하여 영생하
지 않도록 그를 에덴에서 내보내어,
모세 4:28~31.

생명(生命)의 떡(BREAD OF LIFE).
또한 성찬; 예수 그리스도 참조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시다.
성찬의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

적으로 나타낸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요 6:33~58. 생
명의 떡과 물을 먹고 마시라, 앨
5:34.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
는 것임, 3니 18:5~7. 떡은 그리스도
의 살의 상징물임, 교성 20:40, 77(모
로 4:1~3).

생명(生命)의 책(BOOK OF LIFE).
또한 기억의 책 참조

어떤 의미로 생명의 책은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의 총집합체로 그 사람
의 생애의 기록이다. 또한 충실한 자
에 대해 하늘에서 기록되는데 그 곳
에는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의로운
행위의 기사가 포함된다고 경전은
말해 주고 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책에서 죄인들을
지워버릴 것임, 출 32:33. 이기는 자
는 생명의 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아
니하고, 계 3:5. 또 다른 책이 펴졌으
니 곧 생명책이라, 계 20:12(교성
128:6~7). 의인들의 이름은 생명의
책에 기록될 것이요, 앨 5:58. 너희
기도가 성결하게 된 자들의 이름 책
에 기록되었느니라, 교성 88:2.

생수(生水, LIVING WATER). 또한
예수 그리스도 참조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의
한 상징. 물이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
는데 필수적인 것처럼, 구주와 그의
가르침(생수)은 영생에 필수적이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로다, 사 12:3. 그들이 생
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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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
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요
4:6~15.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로 와서 마시라, 요 7:37. 쇠막대가
생수의 근원으로 인도함, 니전
11:25. 생명수를 값없이 마실 수 있
느니라, 교성 10:66. 나의 계명은 생
수의 샘이 되리라, 교성 63:23.

서기관(書記官, SCRIBE)

구약전서와 신약전서는 그 용어를
조금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⑴ 구약
전서에서 서기관의 주된 책임은 경
전을 필사하는 것이었다(렘 8:8). ⑵
서기관은 신약전서에서 자주 언급되
고 있으며 또 때때로 율법사 또는 율
법교사로 불리우고 있다. 그들은 율
법을 상세하게 발전시켰으며 또 그
것을 그들 시대의 상황에 적용시켰
다(마 13:52; 막 2:16~17; 11:17~18;
눅 11:44~53; 20:46~47).

선견자(先見者, SEER). 또한
선지자; 우림과 둠밈 참조

하나님이 세상에서 숨긴 것을 영적
인 눈으로 보도록 하나님에게서 권
세를 받은 사람(모세 6:35~38). 그는
계 시 자 이 며 선 지 자 이 다 (모 사
8:13~16). 몰몬경에서 암몬은 선견
자만이 특별한 해석기 즉 우림과 둠
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모
사 8:13; 28:16). 선견자는 과거, 현
재, 그리고 미래를 안다. 고대에는
선지자가 종종 선견자라 불리웠다
(삼상 9:9; 삼하 24:11).

조셉 스미스는 마지막 날의 위대

한선견자이다(교성21:1; 135:3).또한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는 선
지자, 선견자, 그리고 계시자로 지지
된다.
백성은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
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예언하지 말라 하는 패역한 백성이
요, 사 30:9~10. 뛰어난 선견자 하나
를 내가 네 허리의 열매로부터 일으
키리니, 니후 3:6~15. 지혜가 여기에
있나니, 그러하도다 선견자, 계시자,
번역자, 선지자가 되어, 교성 107:92.
주께서 하이럼 스미스를 교회에 선
지자요 선견자요 계시자가 되도록
임명하심, 교성 124:91~94.

선교 사업(宣敎 事業,

MISSIONARY WORK). 또한
복음; 전파하다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과 모
범을 통해 나누는 것.
평화를 공포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
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사 52:7.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겔 34:11. 만
민 에 게 복 음 을 전 파 하 라 , 막
16:15(몰 9:22). 밭은 희어져 추수하
게 되었도다, 요 4:35.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롬
10:15. 부지런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야곱
1:19. 주께서 모든 민족에게 그의 말
씀을 가르칠 것을 허락하시나니, 앨
29:8. 복음의 충만함이 연약한 자들
과 단순한 자들에 의하여 선포되게
하려 함이니라, 교성 1:23. 기이한 일



이 나타나려 하는도다, 교성 4:1. 만
일 너희가 너희 온 생애동안 수고하
여 단 한 영혼이라도 내게로 데려오
면,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교성 18:15. 나의 택함을 받은 자는
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완악하
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교성 29:7. 둘
씩 짝이 되어 나아가 나의 복음을 전
파하라, 교성 42:6. 그 소리는 이 곳
에서부터 나아가야만 하나니, 교성
58:64. 너희 입을 열어 나의 복음을
선포하라, 교성 71:1. 계시와 계명에
따라 진리를 선포하라, 교성 75:4. 경
고를 받은 각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이
웃에게 경고해야 함, 교성 88:81(교
성 38:40~41). 주께서 복음을 전파하
는 자들의 가족을 부양하기에 필요
한 것을 마련하여 줄 것이요, 교성
118:3. 하나님의 종들은 나아갈 것
임, 교성 133:38. 충실한 장로들은 필
멸의 생을 떠나서도 그들의 수고를
계속하더라, 교성 138:57.

선지자(先知者, PROPHET). 또한
계시; 선견자; 예언, 예언하다;
회장 참조

하나님에게서 부름을 받고 또 그를
위해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자로
서, 선지자는 명령, 예언, 계시를 하
나님에게서 받는다. 그의 책임은 하
나님의 뜻과 참된 본성을 인간에게
알리는 것이며 또 인간에게 행하는
그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선지자
는 죄를 비난하고 그 결과를 예고한
다. 그는 의의 전파자이다. 때때로
선지자들은 인류의 이익을 위하여

영감을 받아 미래를 예고할 수도 있
다. 하지만 그의 주된 책임은 그리스
도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 그
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은 오
늘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다. 회장 및 십이사도 정원회의 구
성원은 선지자, 선견자 및 계시자로
지지된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백성이 다 선
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민
11:29.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
고, 민 12:6.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지정하여, 왕
하 17:13(대하 36:15~16; 렘 7:25).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
웠노라, 렘 1:5, 7. 주 여호와께서 자
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
이지 아니하시고는, 암 3:7. 주께서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눅 1:70(행 3:21). 모든 선
지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했
음, 행 10:43.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
지자들을 세우셨음, 고전 12:28(엡
4:11).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음, 엡
2:19~20.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말씀
을 거부함, 니전 3:17~18(니후 26:3).
모든 일이 영에 의해 선지자들에게
알려짐이니이다, 니전 22:1~2. 그리
스도는 그가 그의 거룩한 선지자들
의 입으로 말하게 한 모든 것을 이루
기 위해 니파이인들에게 오셨음, 3
니 1:13(교성 42:39). 선지자들의 말
씀에 주의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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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들이 끊어질 것임, 교성 1:14.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은 자마다 영
생을 얻을 것이요, 교성 20:26. 너희
는 선지자의 말을 마치 내 자신의 입
에서 나온 것같이 받아들일지니라,
교성 21:4~6. 교회를 위한 계명과 계
시는 오직 임명된 자를 통해서 옴,
교성 43:1~7. 회장의 의무는 온 교회
를 감리하는 것이요, 선지자가 되어
모세와 같이 되는 것이라, 교성
107:91~92. 우리는 선지자를 믿는
다, 신개 1:6.

선지자 학교(先知者 學校,

SCHOOL OF THE

PROPHET). 또한 스미스, 조셉,
이세 참조

미국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1832~1833년 사이의 겨울 동안 주는
조셉 스미스에게 복음 및 하나님의
왕국에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형제
들을 훈련할 목적으로 학교를 조직
하도록 명령하셨다. 이 학교에서 교
회의 초기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다.
팔리 피 프랫은 또 다른 선지자 학교,
또는 장로 학교를 미주리 주 잭슨 군
에서 운영하였다(교성 97:1~6). 성도
들이 서부로 이주한 직후에 비슷한
학교들이 열렸다. 하지만 이 학교들
은 곧 폐교되었다. 오늘날 복음 교육
은 가정에서, 신권 정원회에서, 그리
고 여러 보조 조직에서, 또 교회 학교
와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수업을
통해 행해진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왕국의 교리
를 서 로 가 르 칠 지 니 라 , 교성

88:74~80. 너희는 부지런히 구하고
서로 가르치라, 교성 88:118~122. 선
지자 학교의 규칙이 설명됨, 교성
88:127~141. 제일회장단은 선지자
학교의 열쇠를 지니고 있음, 교성
90:6~7.

선택(選擇, CHOICE). 선택의지;
택하다 참조

선택의지(選擇意志, AGENCY).
또한 자유로운, 자유; 책임지다,
책임질 수 있는, 책임질 수 있음
참조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도록 하나님
께서 사람에게 주신 능력과 특권.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
되, 창 2:16. 사람이 이끌리지 않고서
는 스스로 행할 수 없음, 니후
2:15~16. 사람은 자유와 영생 또는
사로잡힘과 죽음을 자유로이 택할
수 있나니, 니후 2:27. 너희는 자유롭
고 스스로 행하는 것이 허락되었음
이니, 힐 14:30. 그가 천군의 삼분의
일을 그들의 선택의지로 인해 돌이
켜 떠나가게 하였나니, 교성 29:36.
악마가 사람을 유혹함은 반드시 필
요한 것이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
들은 선택의지를 행사하는 자가 될
수 없나니, 교성 29:39. 모든 사람은
스스로 택할지어다, 교성 37:4. 각 사
람으로 하여금 내가 그에게 준 도덕
적 선택의지에 따라 행동하게 하여,
교성 101:78. 사탄이 사람의 선택의
지를 멸하려 하였으며, 모세 4:3. 주
께서 사람에게 그의 선택의지를 주



었느니라, 모세 7:32.

선(善)한 목자(牧者)(GOOD

SHEPHERD). 또한 예수
그리스도 참조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다. 상
징적으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
수가 돌보시는 양과 같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 23:1. 그
는 목자 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사
40:11.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겔 34:12.
나는 선한 목자라, 요 10:14~15. 예수
는 양들의 큰 목자이심, 히 13:20. 그
는 자기 양을 헤아리시며 그들은 그
를 아나니, 니전 22:25. 선한 목자가
너희를 그리스도이신 자기의 이름으
로 부르시나니, 앨 5:38, 60. 한 무리
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3니
15:21(요10:16).

섬김(SERVICE). 또한 복지; 사랑
참조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
여 행한 보살핌 또는 일. 우리가 다
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는 또한 하
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수
24:15. 너희가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
라, 마 25:35~45. 너희 몸을 산 제물
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
배니라, 롬 12:1.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갈 5:13. 네 날들은 네 하
나님을 섬기는데 보내게 되리라, 니
후 2:3.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니라, 모사 2:17. 약속의 땅
을 소유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겨
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쓸어버림
을 당하리라, 이더 2:8~12.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서는 자들은 그들의
온 마음을 다하여 섬겨야 함, 교성
4:2. 인류가 주를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계명을 주께서 주셨음, 교성
20:18~19.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
로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교성 59:5.
나 주는 나를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노라, 교성 76:5. 하나
님을 경배하라. 너는 그만을 섬겨야
하느니라, 모세 1:15.

성결(聖潔)하게 됨

(SANCTIFICATION). 또한
속죄하다, 속죄; 예수 그리스도;
의롭게 됨, 의롭게 되다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죄
에서 자유롭게 되고, 순수하고, 깨끗
하며, 거룩하게 되는 과정(모세
6:59~60).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
룩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
이니, 살후 2:13. 예수의 몸을 드리심
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
었노라, 히 10:10. 예수도 자기 피로
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히 13:12. 대제사들은
성결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옷은 어
린 양의 피를 통하여 씻겨져 희게 되
었느니라, 앨 13:10~12. 성결하게 됨
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
에게 오는 것이라, 힐 3:33~35. 회개
하여 너희가 성신을 받음으로 말미

136선한 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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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아 성결하게 되라, 3니 27:20.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성결하게
됨은 공의로우며 참됨, 교성 20:31.
예수는 세상을 성결하게 하시려고
오셨음, 교성 76:41.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 너희 생각을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라, 교성
88:68.

성경(聖經, BIBLE). 또한 경전;
구약전서; 성서외경; 신약전서;
에브라임－에브라임 또는
요셉의 막대기; 유다－유다의
막대기; 정경 참조

신성한 계시를 포함하고 있는 히브
리 및 기독교 저술의 모음집. 성경이
라는 말은“책들”을 의미한다. 성경
은 성령의 영향 아래에서 활동하였
던 많은 선지자들과 영감받은 저자
들의 산물이다(벧후 1:21).

기독교 성경은 구약전서와 신약
전서로 알려져 있는 두 부문으로 되
어 있다. 구약전서는 주가 육신으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에 팔레스타인
의 유대인들 가운데 사용되던 경전의
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신약전서는
사도 시대에 속하는 저술들을 포함하
고 있으며 또 유대인의 경전과 똑같
은 신성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
로 여겨지고 있다. 구약전서에 나오
는 책들은 여러 세기에 걸친 국민적
인 글에서 얻어진 것으로 거의 전부
가 히브리어로 기록된 반면 신약전서
에 나오는 책들은 한 세대의 산물로
주로그리스어로기록되었다.

구약전서에서, 계약(TESTA-

MENT)이 라 는 단 어 는 성 약
(COVENANT)을 뜻하는 히브리어
이다. 옛 성약은 이스라엘이 필멸의
세계의 태초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충만한 복음을 거부
하였을 때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이
다. 새로운 성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르쳐진 복음이다.

히브리 성경(구약전서)은 세 부분
으로 나누어지는데, 율법서, 예언서,
일반 저술이다. 기독교 세계에서 사
용되는 성경은 주제에 따라 역사편,
시편, 예언편으로 분류하고 있다.

신약전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되어 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바울의 서한, 야고보, 베
드로, 요한, 유다의 일반적인 서한
그리고 요한의 계시록이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성경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또한 주
께서 마지막 날에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추가적인 계시를 계속적으로
주셔서 하나님이 인류를 다루셨던
성경상의 기사를 뒷받침하고 또 증
명하고 있다고 단언한다.
유다의 막대기(성경)와 요셉의 막대
기(몰몬경)가 여호와의 손에서 하나
가 될 것임, 겔 37:15~20. 성경의 참
됨이 마지막 날의 경전에 의해서 입
증될 것임, 니전 13:38~40. 거짓 교리
들을 무너뜨리는 일에 성경과 몰몬
경이 합하여질 것임, 니후 3:12. 하나
의 성경! 하나의 성경! 우리에게는 하
나의 성경이 있으니, 니후 29:3~10.
성경을 믿는 모든 이들이 또한 몰몬



경을 믿게 될 것임, 몰 7:8~10. 장로
는 몰몬경과 성경에 있는 나의 복음
의 원리를 가르칠지니라, 교성
42:12. 우리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
는 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
으며, 신개 1:8.

성경(聖經, BIBLE), 조셉 스미스 역

(JOSEPH SMITH

TRANSLATION)(조성).
조셉 스미스 역(조성) 참조

성도(聖徒, SAINT). 또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 교회
참조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충실한 회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시
50:5.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
게 많은 해를 끼침, 행 9:1~21. 베드
로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
려감, 행 9:32. 은혜와 평강이 로마에
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
게 있기를 원하노라, 롬 1:7.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엡
2:19~21. 나는 하나님의 성도들인 어
린 양의 교회를 보았나니, 니전
14:12.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
도가 되지 않는다면 육에 속한 사람
은 하나님의 적이라, 모사 3:19. 나 주
가 나의 성도들이 사용하도록 땅을
축복하였음, 교성 61:17. 사탄이 하나
님의 성도들과 전쟁을 일으킴, 교성
76:28~29. 부지런히 일하라, 성도로
하여금 장차 임할 심판에 대비하게
하라, 교성 88:84~85. 성도는 그들의

재물을 가난한 자와 고난당하는 자
에게 나누어 주어야 함, 교성 105:3.
내가 상기 직분들을 주는 것은 성역
의 일과 나의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임, 교성 124:143(엡4:12).

성막(聖幕, TABERNACLE). 또한
언약궤; 성전, 주의 집; 지성소
참조

출애굽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예배
의 중심이었던 주의 집. 성막은 실제
로 이동이 가능한 성전이었으며 해
체하였다가 다시 세울 수 있었다. 이
스라엘의 자녀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까지 성막을 사용하였다(교
성 124:38).

하나님께서 성막의 양식을 모세
에게 밝혀 주었으며(출 26~27), 이스
라엘의 자녀들은 그 양식에 따라 이
를 지었다(출 35~40). 성막이 완성되
었을 때, 구름이 회막을 덮었으며,
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
였다(출 40:33~34). 이 구름은 하나
님의 임재하심의 표적이었다. 밤에
이것은 불의 모양을 지녔다. 이 구름
이 회막 위에 머무르면, 이스라엘 자
손도 머물렀다. 구름이 움직이면, 그
들은 이와 함께 행진하였다(출
40:36~38; 민 9:17~18). 이스라엘 자
녀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던 기간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동안 성막을
가지고 다녔다. 정복 후에, 성막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장소인 실로에
위치하였다(수 18:1). 이스라엘 자녀
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후에, 성
막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138성경, 조셉 스미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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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와 이사야는 주의 재림의
때에 시온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상징으로 성막을 사용하였다(사
33:20; 모세 7:62).

성명서(聲明書, MANIFESTO). 또한
결혼, 결혼하다－복수 결혼;
우드럽, 윌포드 참조

1890년 윌포드 우드럽 회장이 발표
한 공식선언으로 교회와 그 회원들
이 그 땅의 법에 복종하며 또한 더
이상 복수 결혼을 하지 말 것을 분명
하게 나타내고 있다(선1). 우드럽 회
장은 시현과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이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별(聖別, SETTING APART).
또한 부르다, 하나님에게서 부름
받은, 부름; 손, 안수 참조

거룩한 목적을 위해 선택되어 부름
에 임명되는 것. 이 임명은 합당한
권세를 가진 사람에 의한 안수로써
교회 조직 내에서 특정한 봉사에 임
하게 하는 것이다. 성별될 때에, 오
직 신권 정원회를 감리하는 이들에
게만 열쇠가 주어진다. 신권 정원회
의 회장 이외의 다른 위치에 성별되
는 사람은 신권 축복을 받을 수는 있
으나, 그 축복과 함께 열쇠가 주어지
지는 않는다.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행 13:2~3. 다른 감독들이
성별되어야 하느니라, 교성 68:14.
감독, 곧 보통 판사가 이 성역에 성
별되어야 하느니라, 교성 107:17,
74. 사람이 예언에 의하여 또 안수로

써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함, 신개 1:5.

성서(聖書, TESTAMENT).
신약전서, 구약전서 참조

성서외경(聖書外經,

APOCRYPHA). 또한 경전; 성경
참조

히브리어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 기독교 교회의 성경에
들어 있는 유대 사람들의 거룩한 책
들. 이러한 책들은 구약전서와 신약
전서를 연결시키는데 종종 귀중하며
또 교회에서 유용한 읽을 거리로 여
겨진다.
성서외경은 대부분 정확하게 번역되
어 있으나 부정확하게 가필된 것이
있음, 교성 91:1~3. 성서외경은 영으
로써 일깨움을 받는 자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음, 교성 91:4~6.

성(聖)스러운(SACRED). 거룩한;
거룩함 참조

성(聖)스러운 숲(SACRED

GROVE). 첫번째 시현 참조

성신(聖神, HOLY GHOST). 또한
계시; 보혜사; 비둘기의 표적;
은사, 성신의; 약속의 성령; 영감,
영감을 주다; 용서받지 못할 죄;
침례, 침례를 주다; 하나님, 신회
참조

신회의 셋째 구성원(요1 5:7; 교성
20:28). 그는 살과 뼈로 된 육체를 가
지지 않은 영의 개체이다(교성
130:22). 성신은 종종 영, 또는 하나



님의 영으로도 지칭된다.
성신은 구원의 계획에서 여러 필수
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⑴ 그는 아버
지와 아들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전
12:3; 3니 28:11; 이더 12:41). ⑵ 그
는 모든 것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 준
다(요 14:26; 16:13; 모로 10:5; 교성
39:6). ⑶ 그는 회개하여 침례를 받은
자를 성결하게 해 준다(요 3:5; 3니
27:20; 모세 6:64~68). ⑷ 그는 약속
의 성령이다(교성 76:50~53; 132:7,
18~19, 26).

침례 전에 성신의 권능이 사람
에게 임하여 복음이 참됨을 증언할
수 있다. 그러나 성신을 계속해서
동반하는 권리는, 사람이 합당할
때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로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침례를 받은 후에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의 안수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는 은사이다.

예수는 성신에 대한 신성 모독을
제외하고는 모든 죄가 용서될 수 있
다고 가르치셨다(마 12:31~32; 막
3:28~29; 눅 12:10; 히 6:4~8; 교성
76:34~35).
영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행
하게 함, 겔 36:27. 사도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
푸는 권한을 위임받음, 마 28:19. 성
신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
리라, 요 14:26. 거룩한 사람은 성령
의 감동하심을 받아 말함, 벧후 1:21.
니파이가 영에 의해 이끌렸음, 니전
4:6. 하나님의 비밀이 성신의 권능으

로 그들에게 펼쳐질 것임이니, 니전
10:17~19. 성신은 너희가 무엇을 행
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보여 줄 것임
이라, 니후 32:5. 성신의 권능으로 너
희는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 되리라,
모로 10:5. 성신은 네 생각과 네 마음
에 말할 것임, 교성 8:2. 영은 선을 행
하도록 인도함, 교성 11:12. 성신은
모든 것을 아심, 교성 35:19. 성신은
왕국의 평화로운 것들을 가르침, 교
성 36:2(교성 39:6). 만일 너희가 영
을 받지 아니하거든, 가르치지 말지
니라, 교성 42:14. 성신은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심, 교성 42:17(고전
12:3; 3니 11:32, 35~36). 어떤 이들
에게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
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
는 은사가 주어짐, 교성 46:13. 성신
으로 감동되었을 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경전이 되며, 교
성 68:4. 성신이 임하여 무엇이든지
너희가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해 증거
해 주시리라, 교성 100:8. 성신은 변
하지 않는 네 동반자가 될 것이요,
교성 121:45~46.

성약(聖約, COVENANT). 또한
맹세;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신권의 맹세와 성약; 아브라함의
성약 참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협약. 그러나
그 협약에서 그들은 동등하게 행동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성약의 조건
들을 주고, 사람들은 그가 그들에게
행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을 행하겠다
고 동의한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140성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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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그들의 순종에 대한 특정
한 축복을 약속하신다.

원리와 의식은 성약에 의해 받아
들여진다. 그러한 성약을 맺는 교회
의 회원은 이를 존중하겠다는 약속
을 한다. 예를 들어 회원은 침례 시
에 주와 성약을 맺고, 성찬을 취함으
로써 그러한 성약을 새롭게 한다. 성
전에서 그들은 더 나아간 성약을 맺
는다. 주의 백성은 성약의 백성이며
또 그들이 주와 맺은 그들의 성약을
지킬 때 크게 축복을 받는다.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창
6:18.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
유가 되겠고, 출 19:5.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출 23:32. 안
식일을 지켜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출 31:16.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
니, 삿 2:1. 나의 성도들이 희생으로
나와 언약을 맺었음, 시 50:5(교성
97:8). 그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라,
눅 1:72(교성 90:24). 하나님의 권능
이 주의 성약의 백성 위에 내려옴,
니전 14:14. 아브라함에게 하신 성약
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임, 니전
15:18(3니 16:5, 11~12; 21:7; 몰
9:37). 베냐민 백성들이 기꺼이 하나
님의 뜻을 행하겠다고 하나님과 성
약을 맺음, 모사 5:5. 침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고 그와 맺
는 증거임, 모사 18:13. 너희가 성약
의 자손임으로, 3니 20:25~26. 천사
는 아버지의 성약을 이루고 그 성약
의 일을 행하며, 모로 7:31. 그리스도

의 피 흘리심은 성약임, 모로 10:33.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모든 사
람은 저마다 모든 성약을 지켜 준행
할지니라, 교성 42:78. 성약을 지키
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교성 54:6.
이 성약을 깨뜨리는 자는 교회 안에
서 자기의 직분과 직위를 상실할 것
이요, 교성 78:11~12. 신권을 받아들
이는 자들은 모두 이 맹세와 성약을
받아들이는 것이니, 교성 84:39~40.
그들이 희생으로 자신의 성약을 기
꺼이 지키려 함, 교성 97:8. 결혼 성
약은 영원할 수 있음, 교성 132. 이것
이 우리의 성약이 되리니 곧－우리
는 주의 모든 의식을 지켜 행하리라
하는 것이니라, 교성 136:4.

성역(聖役)을 베푸는 천사(天使)

(MINISTERING ANGEL). 천사
참조

성역(聖役)을 베풀다(MINISTER).
또한 섬김; 신권 참조

지상에서 주의 사업을 행하는 것. 하
나님이 택한 종들은 주의 사업을 행
하기 위해 하나님에게서 반드시 부
름을 받아야 한다. 참된 성역자가 주
의 뜻을 행할 때, 그들은 공식적인 의
무에서 주를 대표하고 그의 대리자
로서 행동하며(교성 64:29), 그리하
여 인류의 구원에 필요한 사업을 수
행한다. 주께서 사도, 선지자, 축복
사, 대제사, 칠십인, 장로, 감독, 제
사, 교사, 집사 및 서로 돕는 것과 다
스리는 것을 주시어 성도를 온전하
게 하는 일, 즉 성역의 일을 하게 하



였다(엡 4:11~16; 고전 12:12~28; 교
성 20; 107).
주께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여호와
의 이름으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신 18:5.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
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사 61:6. 인
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
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마
20:26~28.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너
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행
26:16~18. 하나님은불의하지아니하
사 너희 사랑의 행위와 이미 성도를
섬긴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
라, 히 6:10.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
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같이
하라, 벧전 4:10~11. 그들은 서로 가
르치며, 성역을 베풀었고, 3니 26:19.
십이사도의 의무는 축복사를 성임하
는 것이니, 교성 107:39~40. 대제사
는 현세적 일들을 수행하도록 성별
받을 수 있나니, 교성 107:71~72. 이
들 칠십인은 순회 성역자가 되어야
하나니, 교성 107:93~97. 장로는 나
의 교회의 상주 성역자가 되도록 성
임되느니라, 교성 124:137.

성임(聖任)하다(ORDAIN),

성임(ORDINATION). 또한 권세;
부르다, 하나님에게서 부름 받은,
부름; 손, 안수; 신권; 직분, 역원
참조

권세 또는 직분을 지명하거나 부여
하는 것. 주의 교회에서 권세를 사용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예언에 의하
여 그리고 권세 있는 자의 안수에 의
하여 하나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아야

만 한다(신개 1:5). 사람이 성임에 의
하여 권세를 받았더라도, 그 권세에
대하여 특정한 열쇠를 지니고 있는
자의 지시 아래 그것을 사용한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
웠노라, 렘 1:5.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
나니, 요 15:16. 하나님에게서 받은
권위를 지니고 앨마가 제사를 성임
함, 모사 18:18. 사람들은 거룩한 의
식으로 대신권에 성임됨, 앨 13:1~9.
예수께서 열두 제자들을 부르시고
성임하심, 3니 12:1. 장로가 제사와
교사를 손을 얹어 성임함, 모로
3:1~4. 너희는 아직 잠시 기다려야만
하나니, 이는 너희가 아직은 성임 받
지 아니하였음이라, 교성 5:17. 조셉
스미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성임됨, 교성 20:2(교성 27:12). 교회
의 동의 없이는 아무도 성임 될 수
없느니라, 교성 20:65. 권세를 가진
어떤 자에 의해 성임 되지 아니하면
어떠한 자도 복음을 전파하러 나아
가도록 허락되지 아니하리라, 교성
42:11. 장로는 나의 복음을 전파하도
록 성임됨, 교성 50:13~18. 십이사도
는 또한 계시에 따라 교회의 모든 다
른 역원을 성임하고 질서정연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니, 교성
107:58. 나는 조상의 축복과 내가 성
임될 권리를 구하였느니라, 아브
1:2.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
가 서로를 아론 신권에 성임함, 조역
1:68~72.

성적 부도덕(性的 不道德, SEX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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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성전, 주의 집

IMMORALITY). 또한 간음;
육욕적인, 육욕적임; 음행 참조

간음, 음행, 동성애, 레즈비어니즘
(여성간의 동성애), 근친상간, 또는
다른 어떤 부정하고, 부자연스러우
며 순결하지 못한 성적 활동에 고의
로 참여함.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
게 하고 동침하여, 창 19:30~36. 르
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창 35:22(창 49:4; 대상
5:1). 동성애와 다른 성적 도착은 가
증한 일임, 레 18:22~23. 만일 한 남
자가 한 여인을 강제로 동침하게 하
였으면, 그 남자만이 죄의 책임이 있
음, 신 22:25~27. 음욕을 품고 여자
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
였느니라, 마 5:28(3니 12:28). 음란
과 부정과 사욕은 우상 숭배니라, 골
3:5. 말세에 사람들이 무정하여질 것
임, 딤후 3:1~3. 성적인 죄는 가증한
일임, 앨 39:3~5.

성전 결혼(聖殿 結婚, TEMPLE

MARRIAGE). 결혼, 결혼하다
참조

성전(聖殿, TEMPLE), 주(主)의 집

(HOUSE OF THE LORD). 또한
성막; 엔다우먼트; 의식; 지성소
참조

문자 그대로 주의 집. 주는 항상 그
의 백성에게 성전, 곧 합당한 성도가
그 자신과 죽은 자를 위하여 복음의
성스러운 의례와 의식들을 수행하는
거룩한 건물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주는 그의 성전들을 방문하며, 그 성
전들은 예배의 모든 장소들 가운데
서 가장 거룩한 곳이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 의해 세
워진 성막은 이동이 가능한 성전이
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출
애굽 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였다.

성경에 언급된 가장 잘 알려진 성
전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것
이다(대하 2~5). 이것은 주전 600년
경 바벨론인들에 의해 파괴되었다가
거의 백 년이 지난 후에 스룹바벨에
의해 복구되었다(스 1~6). 이 성전의
일부는 주전 37년에 불탔으며, 헤롯
대왕이 훗날 그것을 재건하였다. 로
마는 주후 70년에 이 성전을 파괴하
였다.

몰몬경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의
로운 자들은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예배하도록 인도되었다(니후 5:16;
모사 1:18; 3니 11:1). 성전을 짓고 합
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오늘날 회복
된 교회를 포함하여 어떤 경륜의 시
대에서도 참된 교회의 표적이었다.
커틀랜드 성전은 이 경륜의 시대에
지어져 주께 헌납된 최초의 성전이
었다. 그 이후로 지상 곳곳의 많은
땅에 성전들이 헌납되어 오고 있다.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시 24:3~5.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사 2:2~3(미 4:1~2; 니
후 12:2~3). 주께서 갑자기 그의 성
전에 임하시리니, 말 3:1(3니 24:1;
교성 36:8; 42:36).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 마 21:12~16(막



11:15~18; 눅 19:45~48). 성도들이
미주리 주에 성전을 세우라는 명령
을 받음, 교성 57:3(교성 84:3~5). 하
나님의 집을 세우라, 교성 88:119(교
성 109:8).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주께서 성도들을 징계하
심, 교성 95:1~12. 내가 거룩하지 아
니한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할 것
임이니라, 교성 97:15~17. 내가 이
집을 받아들였고 내 이름이 여기에
있을 것이며, 교성 110:7~8. 주의 백
성은 언제나 집 한 채를 그의 이름을
위하여 지으라는 명령을 받음, 교성
124:39. 성전에서 이룰 큰 일에는 자
녀를 그들의 부모에게 인봉하는 일
이 포함됨, 교성 138:47~48. 위대한
후일의 사업에는 성전 건축이 포함
되어 있음, 교성 138:53~54.

성찬(聖餐, SACRAMENT). 또한
마지막 만찬; 생명의 떡; 생수;
속죄하다, 속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침례, 침례를 주다;
희생 참조

후기 성도에게 있어서, 성찬은 그리
스도의 속죄 희생을 기억하면서 빵
과 물을 취하는 의식을 가리킨다. 찢
긴 떡은 그의 찢긴 살을 나타내며 물
은 그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흘린 피를 나타낸다(고전 11:23~25;
교성 27:2). 합당한 회원이 성찬을 취
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
들며,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의 계
명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 이 의식을
통하여, 교회 회원은 그들의 침례 성
약을 새롭게 한다.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는 십이사
도와 함께 드시며 성찬 의식을 설명
하였다(마 26:17~28; 눅 22:1~20).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셨음, 마
26:26~28(막 14:22~24; 눅 22:19~20).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
생을 가졌고, 요 6:54.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위
하여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고전 11:29(3니 18:29). 예수께서 니
파이인 열두 제자에게 성찬에 대하
여 가르치심, 3니 18:1~11. 예수께서
합당하지 아니한 사람이 성찬을 취
하지 않도록 금할 것을 이 제자들에
게 가르치심, 3니 18:28~29(몰 9:29).
성찬 기도가 주어짐, 모로 4~5(교성
20:75~79). 성찬은 제사 또는 장로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함, 교성 20:46,
76. 교사와 집사에게는 성찬을 집행
할 권위가 없음, 교성 20:58. 포도주
외에 다른 액체가 성찬을 위해 사용
될수도있음, 교성 27:1~4.

세 니파이인(人) 제자(弟子)들

(THREE NEPHITE

DISCIPLES). 또한 니파이인;
변화된 존재; 제자 참조

몰몬경에 언급된 그리스도가 택한
니파이인 제자 가운데 세 사람.

주는 사랑하는 요한에게 허락한
것과 똑같은 축복을 이 제자들에게
허락하여 주가 다시 올 때까지 지상
에 머물러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도록 하셨다. 그들은 변형되
어서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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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도 않을 것이다(3니 28).
그리스도께서 그의 오실 때까지 머
물고자 하는 세 제자의 원을 허락하
심, 3니 28:1~9. 그들이 결코 사망의
고통이나 슬픔을 겪지 아니하리니, 3
니 28:7~9. 그들이 충만한 기쁨을 얻
을 것이요, 3니 28:10. 그들이 일시적
으로 하늘로 붙들려 올라가서, 3니
28:13~17. 그들이 백성에게 성역을
베풀고 핍박을 견딤, 3니 28:18~23.
그들이 몰몬에게 성역을 베풀었음, 3
니 28:24~26(몰 8:10~11). 그들이 이
방인들, 유대인들, 흩어진 지파들, 그
리고 온 나라에 성역을 베풀 것임, 3
니 28:27~29. 사탄이 그들에게 권능
을 미치지 못함, 3니 28:39.

세리(稅吏, PUBLICAN). 또한 로마
제국 참조

고대 로마에서 정부를 위해 세금을
걷던 사람. 세리들은 일반적으로 유
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어떤 세
리들은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마 9:9~10; 눅 19:2~8).

세상(世上, WORLD). 또한 바벨,
바벨론; 지구; 필멸의, 필멸 참조

지구. 필멸의 인간을 위한 시험 장
소.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
종하지 않는 사람들.
필멸의 존재: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
난을 당하나, 요 16:33. 죽음에 이를
지라도 두려워 말지니 이는 이 세상
에서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지 아니
하나, 교성 101:36.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세상의 악을 벌하며, 사 13:11(니후
23:11).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
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요
15:18~19. 크고 넓은 건물은 세상의
교만이요, 니전 11:36. 세상은 죄악
으로 무르익고 있나니, 교성 18:6. 자
기를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지
키라, 교성 59:9. 충실하고 견디는 자
는 세상을 이기리라, 교성 63:47. 너
희에게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살게 하
여 주지 아니함이니라, 교성 95:13.
세상의 끝: 내가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라,
사 65:17(계 21:1; 신개 1:10). 세상의
끝에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게
될 것임, 마 13:40, 49(말 4:1; 야곱
6:3). 내가 나의 포도원을 불에 살라
지 게 하 리 라 , 야곱 5:77(교 성
64:23~24). 주께서 세상의 끝에 사탄
과 그의 일을 멸하리니, 교성 19:3.
땅은 죽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 리 심 을 받 을 것 이 요 , 교성
88:25~26. 주께서 에녹에게 세상의
끝날까지를 보이셨고, 모세 7:67.

세상(世上)의 끝(END OF THE

WORLD). 세상－세상의 끝 참조

세상적(世上的)인 것

(WORLDLINESS). 또한 교만,
부; 돈; 헛된, 헛된 것 참조

영적인 것은 버리면서, 현세적인 부
와 물질을 얻으려는 불의한 바람과
노력.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
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



16:26. 그들이 그 마음을 세상의 헛
된 것에 둠, 앨 4:8(앨 31:27). 이 세상
일을 제쳐두고, 교성 25:10. 그들의
마음이 이 세상일에 지나치게 얽매
여 있고, 교성 121:35.

셈(SHEM). 또한 노아, 성경의 족장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노아의 의로운
아들이며, 구전에 따르면 아랍인, 히
브리인, 바벨론인, 아람인, 베니게인
그리고 앗수르인을 포함하는 셈족의
선조이다(창 5:29~32; 6:10; 7:13;
9:26; 10:21~32; 모세 8:12). 후일의
계시에서 셈은“위대한 대제사”로
일컬어진다(교성 138:41).

셋(SETH). 또한 아담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 사
이의 의로운 아들.
셋은 완전한 사람이었고 그의 모습
이 그의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였느
니라, 교성 107:42~43(창 5:3). 셋이
영의 세계에서 뛰어난 자들 가운데
있었음, 교성 138:40. 하나님이 자기
를 셋에게 나타내시니, 모세 6:1~3,
8~14.

소금(SALT)

고대 세계에서 음식의 중요한 방부
제로 사용되었다. 그것은 생명에 필
수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창 19:26.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마 5:13(눅 14:34; 3니 12:13). 주의
성약의 백성은 땅의 소금으로 헤아

림을 받음, 교성 101:39~40. 성도가
사람들의 구원자가 아니라면, 그들
은 그 맛을 잃은 소금과 같으니, 교
성 103:9~10.

소돔(SODOM). 또한 고모라 참조
구약전서에서 주가 멸하신 사악한
도시(창 19:12~29).

소망(所望, HOPE). 또한 신앙 참조
의롭게 약속된 축복들에 대하여 확
신하는 기대와 갈망. 경전은 종종 소
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한 영생에 대한 기대라고 말하고
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렘 17:7.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리로다,
욜 3:16. 우리는 인내와 경전을 통하
여 소망을 가짐, 롬 15:4.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우리를 거듭나
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벧
전 1:3. 이 소망을 가진 모든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1
3:2~3. 너희는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을 가지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
만 하느니라, 니후 31:20. 돌아보아
너희에게 신앙과 소망과 사랑이 있
게 할지니, 앨 7:24(고전 13:13; 모로
10:20). 내가 바라노니 너희는 내 말
에 귀를 기울여 영생을 받으리라는
소망을 가지며, 앨 13:27~29. 만일
너희에게 신앙이 있으면 너희는 보
이지 않는 참된 것들을 바라느니라,
앨 32:21(히 11:1). 소망은 신앙에서
비롯하여 사람의 영혼에 닻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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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 12:4(히 6:17~19). 사람은 반드
시 소망을 가져야 하며 그렇지 아니
하면 기업을 받을 수 없나이다, 이더
12:32. 몰몬이 신앙, 소망, 그리고 사
랑에 관하여 말함, 모로 7:1. 너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영생으로
일으키심을 받으리라는 소망을 가져
야 할지니, 모로 7:40~43. 성신은 소
망으로 너희를 채워주시나니, 모로
8:26(롬 15:13). 그들은 영화로운 부
활의 소망을 굳게 품고 필멸의 생을
떠난 자들이더라, 교성 138:14.

소문(所聞, RUMOR). 또한 뒷공론;
비방 참조

사탄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모든 선
에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부분적으로 진리에 기초한, 소문과
불화를 퍼뜨린다(힐 16:22; 조역
1:1).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표적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전쟁 및 전
쟁의 소문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라
는 점이다(마 24:6; 교성 45:26; 조마
1:23).

속임(DECEIT), 속이다(DECEIVE),

거짓(DECEPTION). 또한
간사함; 거짓말함 참조

경전에서, 속인다는 것은 어떤 사람
을 참되지 않은 어떤 것을 믿게 하는
것이다.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주
의 산에 오를 것임, 시 24:4. 간사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시 43:1. 악
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사 5:20(니후

15:20).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고전 3:18.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
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엡 5:6. 악한
사람들은 속이고 속기도 하나니, 딤
후 3:13. 온 천하를 꾀었던 사탄이 내
쫓기니, 계 12:9. 사탄이 잡혀서 다시
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
데, 계 20:1~3. 주는 속임을 받을 수
없음이니라, 니후 9:41. 너희가 아들
을 따르되 거짓을 행함이 없다면 너
희가 성신을 받을 것임, 니후 31:13.
시램이 악마의 권능에 속았음을 고
백함, 야곱 7:18. 노아 왕의 백성이
아첨하는 말에 속음, 모사 11:7. 슬기
로운 자들은 성령을 자기들의 인도
자로 삼아 속임을 받지 아니함, 교성
45:57. 속이는 자에게 화 있도다, 교
성 50:6. 그는 사탄, 모든 거짓의 아
비가 되어 사람들을 속이며 눈멀게
하며, 모세 4:4.

속죄(贖罪)하다(ATONE),

속죄(ATONEMENT). 또한
겟세마네; 구속의 계획;
구속하다, 구속받은, 구속; 구원;
그리스도의 자녀; 부활; 불멸의,
불멸; 성결하게 됨; 성찬; 십자가;
십자가에 달림; 아담과 이브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 용서하다;
은혜; 의롭게 됨, 의롭게 되다;
자비로운, 자비; 죄 사함; 타락;
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회개하다, 회개; 희생 참조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경전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속

죄하는 것은 죄의 행위에 대하여 형



벌을 겪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회개
한 죄인에게서 죄의 결과를 없애고,
그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는 것
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
하여 완전한 속죄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다. 그는 세상이
형성되기 이전에 있었던 대 평의회
에서의 선택과 예임(이더 3:14; 모세
4:1~2; 아브 3:27), 그의 신성한 아들
됨 그리고 그의 죄 없는 생활로 말미
암아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 그의
속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인류
의 죄를 위한 그의 고난, 그의 피흘
림 그리고 그의 사망과 그에 따른 무
덤으로부터의 부활이 포함된다(사
53:3~12; 모사 3:5~11; 앨 7:10~13).
속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불멸
의 육신을 가지고 죽은 자로부터 일
어설 것이다(고전 15:22). 속죄는 또
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용서
를 받고 또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방
법을 마련하여 준다. 그러나 책임질
수 있는 연령에 이르러 율법을 받은
사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
며, 구원의 의식을 받으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에만 이러한 축복
을 받을 수 있다. 책임질 수 있는 연
령에 이르지 못한 사람과 율법이 없
는 사람은 속죄를 통하여 구속된다
(모사 15:24~25; 모로 8:22). 경전은
만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죄
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율법, 의식
또는 희생도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
키지 못할 것이며, 사람이 결코 하나

님의 면전에 다시 갈 수 없다고 분명
히 가르치고 있다(니후 2; 9).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마 26:28. 땀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눅 22:39~44. 나는 세상의 생명을 위
하여 내 살을 주리라, 요 6:51.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 11:25. 그리
스도께서는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
5:9.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의해서 성결하게 됨, 히 9; 10:1~10.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벧전 3:18.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1 1:7. 그가 십자가
위에 들리어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
하시더라, 니전 11:32~33. 구속은 상
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지닌 자
들에게 임함, 니후 2:3~10, 25~27.
그는 죄를 위한 희생으로 자신을 바
치사, 니후 2:7. 속죄는 사람을 타락
에서 속량하고 또 그들을 사망과 지
옥으로부터 구원해 줌, 니후 9:5~24.
반드시 무한한 속죄라야만 하리니,
니후 9:7.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라, 야곱 4:11.
그의 피는 무지한 가운데 죄를 범한
자들의 죄를 속죄함이라, 모사
3:11~18. 사람은 속죄를 통하여 구원
을 받음, 모사 4:6~8. 속죄가 아닐진
대 그들은 불가피하게 멸망하지 않
을 수 없느니라, 모사 13:27~32. 그
가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리
라, 앨 34:8~16. 자비의 계획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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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나니, 앨
42:11~30. 나는 온 땅의 하나님이며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였
느니라, 3니 11:14. 나 하나님이 모두
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음이니
라, 교성 19:16. 어린아이는 나의 독
생자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았느니
라, 교성 29:46~47. 아무 죄도 범하
지 아니한 자가 겪은 고난과 죽음을
보시옵소서, 교성 45:3~5. 이 일은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이니라, 모
세 5:7.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 받을 수 있음, 신개
1:3.

손(HANDS), 안수(按手, LAYING

ON OF). 또한 병자 축복; 성별;
성신의 은사; 성임하다, 성임
참조

신권 의식의 일부로써 다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 성임, 축복,
병자 축복, 교회 회원됨의 확인, 그
리고 성신의 부여와 같은 많은 신권
의식들이 안수에 의해 집행된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의 머리 위에 안수함, 민
27:18, 22~23(신 34:9). 예수께서 소
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심, 막
6:5(몰 9:24). 사도들이 그들을 돕게
될 일곱 명에게 안수하니라, 행
6:5~6. 성신이 안수에 의해 주어짐,
행 8:14~17.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
수하여 그의 시력을 회복시킴, 행
9:12, 17~18. 바울이 그에게 안수하
여 낫게 하매, 행 28:8. 바울이 침례

와 안수의 교리에 관해 가르침, 히
6:2. 앨마가 안수하여 제사와 장로를
성임하였더라, 앨 6:1. 예수께서 안
수에 의하여 성신을 줄 수 있는 권능
을 그의 제자들에게 주셨음, 3니
18:36~37. 너희가 안수하는 자에게
성신을 주리라, 모로 2:2. 장로들은
축복을 위해 자녀들 위에 손을 얹어
야 함, 교성 20:70. 안수함으로써 그
들이 성신을 받게 되리라, 교성
35:6(신개 1:4). 장로들은 병든 자에
게 안수할지니라, 교성 42:44(교성
66:9). 자녀는 침례를 받고 안수를 받
아야 하느니라, 교성 68:27. 신권을
안수에 의해 받음, 교성 84:6~16.

솔로몬(SOLOMON). 또한 다윗;
밧세바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의 아들(삼하 12:24). 솔로몬은
한동안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함, 왕
상 1:11~53. 다윗이 솔로몬에게 여호
와의 길로 걷도록 명령함, 왕상
2:1~9. 여호와께서 그에게 듣는 마음
을 약속하심, 왕상 3:5~15. 두 어머
니 사이를 판단하여 그 아이의 진짜
어머니를 알아냄, 왕상 3:16~28. 잠
언들과 노래들을 지음, 왕상 4:32. 성
전을 지음, 왕상 6; 7:13~51. 성전을
헌납함, 왕상 8. 스바의 여왕의 방문
을 받음, 왕상 10:1~13. 솔로몬이 이
스라엘 밖에서 결혼을 하고 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거짓
신들을 예배하도록 함, 왕상 11:1~8.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왕상 11:9~13. 죽음, 왕상 11:43. 다
윗이 솔로몬의 통치의 영광에 관해
예언함, 시 72. 솔로몬은 많은 처와
첩들을 받았으나, 어떤 여인은 주에
게 서 받 지 아 니 하 였 음 , 교성
132:38(야곱 2:24).

숙고(熟考)하다(MEDITATE). 깊이
생각하다 참조

순결(純潔, CHASTITY). 또한 간음;
덕; 육욕적인, 육욕적임; 음행
참조

남자와 여자의 성적 순수함.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접근에 저
항함, 창 39:7~21(교성 42:24; 59:6).
간음하지 말라, 출 20:14. 어진 여인
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니, 잠
12:4(잠 31:10). 너희 몸은 성신의 전
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전 6:18~19.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
어, 딤전 4:12.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은즉, 니전
10:21. 나 주 하나님은 여인의 순결
을 기뻐함이라, 야곱 2:28. 성적인 죄
는 가증한 일이라, 앨 39:1~13. 순결
과 정조는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
고 귀한 것임, 모로 9:9. 우리는 순결
을 믿는다, 신개 1:13.

순교자(殉敎者, MARTYR),

순교(殉敎, MARTYRDOM)

그리스도, 복음, 또는 그의 의로운
믿음이나 원리를 버리기보다는 차라
리 자기의 생명을 내 주는 사람.
아벨로부터 사가랴까지 모든 의로운
피가 사악한 자들에 반대하여 증언할

것임, 마 23:35(눅 11:50).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
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막 8:35(교성
98:13).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행 7:59(행 22:20). 유언은 유언한 자
가 죽어야 되나니, 히 9:16~17. 아빈
아다이가 쓰러졌으니, 불에 타 죽음
을 당함이라, 모사 17:20. 마음을 돌
이킨 앰몬아이하 백성이 불에 던져
짐, 앨 14:8~11. 많은 자가 이러한 일
에 대하여 증거하였음으로 인하여 죽
임을 당하였느니라, 3니 10:15. 누구
든지 나의 대업에 자기 목숨을 버리
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찾으리라, 교
성 98:13~14. 조셉 스미스와 하이럼
스미스가 복음의 회복에 대해 순교자
가 되었음, 교성 135. 조셉 스미스는
자기의 피로 자기의 간증을 인봉하였
음, 교성136:39.

순수(純粹)한(PURE),

순수(PURITY). 또한 성결하게
됨;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참조

죄 또는 죄책감에서 자유로운 것. 흠
없는 것. 사람은 그의 생각과 행동이
모든 면에서 깨끗할 때 순수해진다.
죄를 범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그리고 복음의 의식
들을 받음으로써 순수해질 수 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여호와의 복을 받을 것임, 시 24:3~5.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들이여 스
스 로 정 결 하 게 할 지 어 다 , 사
52:11(교성 133:4~5).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 5:8(3니 12:8).
무엇에든지 정결하면 이것들을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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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 빌 4:8(신개 1:13). 너희, 마음
이 청결한 모든 자여, 너희 머리를 들
고 하나님의 기쁜 말씀을 받으며, 야
곱 3:2~3. 그 날에 너희가 청결한 마
음과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을 우러
러 볼 수 있겠느냐? 앨 5:19.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흠 없이 되어, 그들이
혐오함이 없이는 죄를 바라볼 수 없
었나니, 앨 13:12. 그리스도께서 순
결하신 것같이 순결하게 되라, 모로
7:48(몰 9:6).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
을 위하여 정결한 백성을 보전하실
것임, 교성 43:14. 청결한 자가 하나
님을 보게 될 집 한 채를 시온에 건축
해야 한다고 주께서 명령하심, 교성
97:10~17. 무릇 시온의 이것이니－
마음이 청결한 자라, 교성 97:21.

순종(順從, OBEDIENCE),

순종하는(OBEDIENT),

순종하다(OBEY). 또한 걷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경청하다;
기쁨; 율법; 축복하다, 축복받은,
축복; 하나님의 계명 참조

영적인 의미에서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
행하였더라, 창 6:22. 아브라함이 여
호와께 순종함, 창 22:15~18. 여호와
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
다, 출 24:7.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신 6:1~3.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신 30:20.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삼
상 15:22.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전 12:13~14.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
어가리라, 마 7:21(3니 14:21). 사람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하면 이 교
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알리
라, 요 7:17.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행 5:29. 자녀
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엡
6:1(골 3:20). 내가 가서 주께서 명하
신 일들을 행하겠나이다, 니전 3:7.
나는 영의 음성에 순종하여, 니전
4:6~18. 만일 사람의 자녀들이 하나
님의 명령을 지킬진대, 하나님께서
는 그들을 양육하시며, 니전 17:3. 악
한 영에게 순종하지 않도록 주의하
라, 모사 2:32~33, 37(교성 29:45). 사
람들은 그들이 순종한 영에 따라 그
들의 보상을 거둠, 앨 3:26~27. 사람
은 모름지기 자신의 자유의사로 많
은 일을 행해야 하느니라, 교성
58:26~29. 만사에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계명에 순
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외에는 사람
이 어떠한 일로도 하나님께 죄를 범
하거나 어느 누구에게도 그의 진노
가 불붙지 아니하느니라, 교성
59:21. 나 주는 내가 말하는 것을 너
희가 행할 때에는 내 말을 지킬 수 밖
에 없으나, 교성 82:10. 나의 음성에
순종하는 모든 영혼은 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요, 교성 93:1. 백성은
순종을 배우기까지 징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 교성 105:6. 우리
가 하나님에게서 어떠한 축복을 얻
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그 율법을 순종하였음으로 얻게 되
는 것이니라, 교성 130:21. 아담이 순
종하더라, 모세 5:5.우리는 그들을 시
험하여 주가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
지 다 행하는지를 보리라, 아브 3:25.

스가랴(ZECHARIAH)

주전 520년경에 예언하였던 구약전
서의 선지자. 그는 선지자 학개와 같
은 시기에 살았다(스 5:1; 6:14).
스가랴서: 이 책은 그리스도의 현세
의 성역과 그의 재림에 관한 예언으
로 유명하다(슥 9:9; 11:12~13;
12:10; 13:6). 1~8장은 하나님의 백성
의 미래에 관한 일련의 시현을 담고
있다. 9~14장은 메시야, 후일, 이스
라엘의 집합, 마지막 큰 전쟁, 그리
고 재림에 관한 시현을 담고 있다.

스데반(STEPHEN)

스데반은 구주와 교회를 위한 신약
전서 시대의 순교자였다. 스데반의
가르침은 바울의 위대한 사업을 예
시하고, 아마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
을 것이다. 바울은 스데반이 산헤드
린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 그 자리
에 있었다(행 8:1; 22:20).
스데반은 십이사도들을 보조하기 위
해 임명된 일곱 사람들 가운데 한 명
이었음, 행 6:1~8. 스데반이 큰 기사
와 표적을 행함, 행 6:8. 스데반이 유
대인들과 논쟁하는 일에 연루됨, 행
6:9~10. 그가 고소를 당하여 산헤드
린 앞에서 재판을 받음, 행 6:11~15.
스데반이 자신의 변호에 나섬, 행
7:2~53. 성령에 충만하여 그가 시현

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봄, 행
7:55~56. 스데반이 자신의 간증 때문
에 순교당함, 행 7:54~60.

스룹바벨(ZERUBBABEL)

구약전서에서 유대인들이 블레셋으
로 돌아가도록 고레스가 허락하였을
때, 스룹바벨은 총독 또는 유대 왕가
의 대표자로 지명되었다. 그의 페르
시아 이름은 세스바살이었다(스
1:8). 그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에
관여하였다(스 3:2, 8; 5:2).

스미스(SMITH), 루시 맥(LUCY

MACK). 또한 스미스, 조셉,
이세; 스미스, 조셉, 일세 참조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어머니이며
조셉스미스일세의아내(조역1:4, 7,
20). 그녀는 1776년 7월 8일에 출생
하여1856년5월5일에사망하였다.
조셉이 해의 왕국에 대한 시현에서
그의 어머니를 봄, 교성 137:5.

스미스(SMITH), 새뮤얼

에이치(SAMUEL H.). 또한
스미스, 조셉, 이세 참조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동생(조역
1:4). 새뮤얼은 1808년에 출생하여
1844년에 사망하였다. 그는 몰몬경
의 여덟 목격자 가운데 하나였으며,
회복된 교회 최초의 선교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봉사하였다(교성 23:4;
52:30; 61:33~35; 66:7~8; 75:13).

스미스(SMITH), 에머 헤일(EMMA

HALE). 또한 스미스, 조셉, 이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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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아내. 주는 에
머에게 교회를 위하여 찬송가를 선정
하라고 명하셨다. 그녀는 또한 초대
상호부조회회장으로도봉사하였다.
주의 뜻에 관한 계시가 에머 스미스
에게 주어짐, 교성 25. 주께서 결혼
에 관하여 에머 스미스에게 훈계하
심, 교성 132:51~56.

스미스(SMITH), 조셉 에프

(JOSEPH F.)

교회의 6대 회장; 하이럼과 메리 필
딩 스미스 사이의 유일한 아들. 그는
1838년 11월 13일에 출생하여 또
1918년 11월 19일에 사망하였다.
조셉 에프 스미스가 죽은 자의 구속
에 대한 시현을 받음, 교성 138.

스미스(SMITH), 조셉(JOSEPH),

이세(JR.). 또한 값진 진주;
교리와 성약; 몰몬경; 조셉
스미스 역(조성); 첫번째 시현;
회복, 복음의 참조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
를 회복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선
지자. 조셉 스미스는 미국 버몬트 주
에서 태어났으며 1805년에서 1844
년까지 살았다.

1820년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조셉에게 나타났으며,
그는 지상에 있는 어떤 교회도 참되
지 않 다 는 것 을 알 았 다 (조 역
1:1~20). 그는 후에 천사 모로나이의
방문을 받았으며, 천사는 미 대륙에
살았던 고대 백성들의 기록이 실려
있는 금판이 묻혀진 장소를 알려 주

었다(조역 1:29~54).
조셉은 금판을 번역하였으며

1830년에 이를 몰몬경으로 출판하
였다(조역 1:66~67, 75). 1829년에
그는 침례 요한에게서 또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서 신권의 권세를
받았다(교성 13; 27:12; 128:20; 조역
1:68~70).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1830
년 4월 6일에 조셉과 여러 다른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를
조직하였다(교성 20:1~4). 조셉의 지
도력 아래, 교회는 캐나다, 영국, 그
리고 미합중국의 동부 지역, 특별히
오하이오 주, 미주리 주, 일리노이 주
에서 성장하였다. 조셉과 성도들이
정착하는 곳에는 어디에서나 심각한
박해가 뒤따랐다. 1844년 6월 27일,
조셉과 그의 형 하이럼은 미국 일리
노이 주 카테지에서 순교하였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조셉 스미스에
관해 예언함, 니후 3:6~15. 임할 재
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 그의
종 조셉 스미스 이세를 부르심, 교성
1:17(교성 19:13). 조셉 스미스 이세
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리고
이 교회의 첫 장로로 성임됨, 교성
20:2. 조셉이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에 의해 사도의 직에 성임됨, 교성
27:12. 조셉과 시드니 리그돈이 아버
지의 독생자를 보았음을 증언함, 교
성 76:23. 올리버 카우드리와 함께
조셉 스미스는 시현에서 주를 봄, 교
성 110:1~4. 주께서 조셉을 감리 장
로, 번역자, 계시자, 선견자, 선지자



로 부름, 교성 124:125. 조셉 스미스
는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
를 제외하고 어떠한 사람보다 더 많
은 일을 수행하였도다, 교성 135:3.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의해 출현된
경전: 조셉은 천사 모로나이에 의해
그에게 주어진 금판의 일부를 번역
하였으며, 이 번역물은 1830년에 몰
몬경으로 출판되었다. 그는 또한 교
회의 기본적인 교리와 조직의 윤곽
을 말해 주는 많은 계시들을 주에게
서 받았다. 이 계시의 많은 것들이
현재 교리와 성약으로 알려진 책에
수록되어 있다. 그는 또한 값진 진주
를 내놓았는데, 여기에는 모세, 아브
라함, 마태의 기록의 일부에 대한 영
감받은 번역, 그의 개인적인 역사 및
간증의 발췌문, 그리고 교회가 믿는
교리와 믿음에 대한 십삼 개 조항을
담고 있다.

스미스(SMITH), 조셉(JOSEPH),

일세(SR.). 또한 스미스, 루시 맥;
스미스, 조셉, 이세 참조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아버지. 그는
1771년 7월 12일에 태어났다. 그는
루시 맥과 결혼하였으며 아홉 자녀
를 두었다(조역 1:4). 조셉은 후일의
회복을 충실하게 믿었으며, 교회의
초대 축복사였다. 그는 1840년 9월
14일에 사망하였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조셉을 통하
여 그에게 지시를 밝혀 주심, 교성 4;
23:5. 나의 연로한 종은 자기 가족과
함께 계속 거하고, 교성 90:20. 나의

연로한 종 조셉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의 우편에 앉아 있어, 교성 124:19.
조셉 스미스 이세가 해의 왕국에 대
한 시현에서 그의 아버지를 봄, 교성
137:5. 천사가 조셉 스미스 이세에게
부친에게 가서 그가 받은 시현에 대
해 말 씀 드 리 라 고 명 함 , 조역
1:49~50.

스미스(SMITH), 하이럼(HYRUM).
또한 스미스, 조셉, 이세 참조

조셉 스미스의 형이며 또 충실한 측
근. 하이럼은 1800년 2월 9일에 태어
났다. 그는 교회의 2대 축복사일 뿐
더러 교회 제일회장단에서 조셉의
보조로도 봉사하였다. 1844년 6월
27일에 그는 카테지 감옥에서 조셉
과 함께 순교하였다.
하나님께서 하이럼 스미스에게 그의
형제 조셉을 통하여 지시를 계시하
심, 교성 11; 23:3. 그의 마음이 고결
하므로 나의 종 하이럼 스미스는 복
이 있도다, 교성 124:15. 하이럼이 교
회 축복사의 직분을 취하라는 명을
받음, 교성 124:91~96, 124. 조셉과
하이럼이 카테지 감옥에서 순교함,
교성 135. 하이럼과 다른 훌륭한 영
들은 때가 찬 시대에 나아오게 하려
고 간직되었음, 교성 138:53.

스바냐(ZEPHANIAH)

요시야(주전 639~608년)의 통치 동
안에 살았던 구약전서의 선지자.
스바냐서: 1장은 분노와 환난으로 가
득차게 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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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와 겸손을 구할 것을 훈계하고
있다. 3장은 모든 나라가 전쟁을 위
해 모일 때에 일어날 재림에 관해 말
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주는 그들
가운데서 통치하실 것이다.

스불론(ZEBULUN). 또한 야곱,
이삭의 아들; 이스라엘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야곱과 레아의
아들(창 30:19~20).
스불론 지파: 야곱이 스불론을 축복
하였다(창 49:13). 스불론 지파가 드
보라 및 바락과 합류하여 이스라엘
의 적에 대적하여 싸웠다(삿 4:4~6,
10). 그들이 또한 기드온과 합류하여
미디안 사람과 싸웠다(삿 6:33~35).

스스로 있는 자(者)(I AM). 또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참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하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출 3:14~15. 나는
여호와이니라, 출 6:2~3.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고, 요
8:56~59. 너희 위대한 자존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교성 29:1(교성 38:1; 39:1).

스테이크(STAKE)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조
직과 행정상의 단위. 스테이크는 여
러 개의 와드 또는 지부로 이루어진
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지리적 경계
를 이루며, 이사야 54:2에“너의 줄
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

지어다”라고 묘사된 천막의 모습과
부합된다. 시온의 각 스테이크는 천
막 또는 성막이 그 말뚝(스테이크)에
의해 지탱되듯이 교회를 지탱하도록
지지하며 돕는다. 스테이크는 흩어
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위한 집
합 장 소 이 다 (교 성 82:13~14;
101:17~21).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고 네 경계를
넓혀, 모로 10:31(교성 82:14). 이 스
테이크 외에 다른 스테이크들을 시
온에 지정해 주시옵소서, 교성
109:59. 시온에 그리고 그 스테이크
들에 집합하는 것이 방어진이 되게
하라, 교성 115:6(교성 101:21). 다른
장소들이 스테이크를 위하여 지정되
어야 함, 교성 115:18. 대제사 정원회
회장은 스테이크 회장으로 임명될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
정되어 있음, 교성 124:133~134. 너
희는 시온 땅으로 나아가라, 그리하
여 시온의 스테이크들이 강화되게
하고, 교성 133:9.

승영(昇榮, EXALTATION). 또한
면류관; 사람, 사람들－사람,
하늘 아버지처럼 될 잠재성;
속죄하다, 속죄; 영생; 해의 영광
참조

해의 왕국에서 행복과 영광의 가장
높은 상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시
16:11. 그들은 신들이요, 참으로 하
나님의 아들들이니－그런즉 만물은
그들의 것이라, 교성 76:58~59. 성도



들은 그들의 기업을 받아 그와 동등
하게 되리라, 교성 88:107. 이들 천사
는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
이라, 그러므로 그들은 승영함이 없
이 따로 떨어져 홀로 있게 되나니, 교
성 132:17. 남자와 여자는 승영을 얻
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반
드시 결혼해야 함, 교성 132:19~20.
승영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
이 협착하여, 교성 132:22~23. 아브
라함, 이삭, 야곱은 그들의 승영에 들
어갔음, 교성 132:29, 37. 내가 네게
네 승영을 인봉하고, 교성 132:49.

승천(昇天, ASCENSION). 또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참조

구주께서 부활하신 지 사십일 후에
지상에서 공식적으로 떠남. 승천은
제자들이 있을 때에 감람 산의 한 지
점에서 이루어졌다(막 16:19; 눅
24:51). 그 당시에 하늘에서 온 두 천
사는 미래에 주께서“본 그대로”돌
아오실 것이라고 증언하였다(행
1:9~12).

시기(猜忌, ENVY). 또한 질투하는,
질투; 탐내다 참조

경전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
에 팔았더니, 행 7:9. 사랑은 시기하
지 아니하며, 고전 13:4(모로 7:45).
시기는 교만에서 나옴, 딤전 6:4. 시
기가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약 3:16. 주께서 명하

사 사람들에게 시기하지 말며, 니후
26:32. 니파이 백성 가운데 시기함이
없었으니, 4니 1:15~18. 사람의 시기
와 분노는 내 일생을 통하여 흔하게
겪어온 일이므로, 교성 127:2.

시내 산(SINAI, MOUNT). 또한
모세; 모세의 율법 참조

시내 반도에 있는 산으로 모세와 이
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한 이
후에 석 달 동안 그 근처에서 머물렀
다. 그 산은 또한 호렙 산이라고도
불리운다(출 3:1). 여기에서 하나님
은 이스라엘 집을 위하여 그의 율법
을 모세에게 주셨다. 여기에서 또한
성막이 만들어졌다(출 19:2; 20:18;
24:12; 32:15).

시드기야(ZEDEKIAH). 또한 뮬레크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유다의 마지막
왕(왕하 24:17~20; 25:2~7). 시드기
야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투옥하였으
며(렘 32:1~5),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가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였다(렘
34:2~8, 21). 리하이와 그의 가족은
시드기야의 통치 첫 해 동안 예루살
렘에 살았다(니전 1:4). 시드기야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아들이 죽임을 당하였으며, 그의 아
들 뮬레크는 서반구로 탈출하였다
(렘 52:10; 옴 1:15; 힐 8:21).

시렘(SHEREM). 또한 적그리스도
참조

몰몬경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표
적을 요구하였던 사람(야곱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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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 베드로(SIMON PETER).
베드로 참조

시몬(SIMON), 가나안인(THE

CANAANITE)

신약전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 십이사도 가운데 한 사람(마
10:2~4).

시므온(SIMEON). 또한 야곱,
이삭의 아들; 이스라엘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야곱과 그의 아
내 레아 사이의 둘째 아들(창 29:33;
35:23; 출 1:2). 그는 세겜 사람들을
학살할 때에 레위와 합세하였다(창
34:25~31). 시므온에 관한 야곱의
예언을 창세기 49:5~7에서 찾을 수
있다.
시므온 지파: 시므온의 후손은 종종
유다 지파와 함께 또 유다 왕국의 경
계 내에 거주하였다(수 19:1~9; 대상
4:24~33).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인
과의 싸움에서 유다와 합세하였다
(삿 1:3, 17). 그들은 또한 훗날 다윗
의 군대와 합세하였다(대상 12:25).

시블론(SHIBLON). 또한 앨마,
앨마의 아들 참조

몰몬경에 나오는 앨마 이세의 아들.
시블론은 조램인에게 복음을 가르쳤
으며 또 그의 의로움으로 인해 박해
를 받았다. 주는 그의 충실함과 인내
때문에 박해에서 그를 구해내셨다
(앨 38). 또한 시블론은 한동안 니파
이인의 기록들을 맡았다(앨 63:1~2,
11~13).

시온(ZION). 또한 새 예루살렘; 에녹
참조

마음이 청결한 자(교성 97:21). 시온
은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사는
장소를 의미한다. 의로움 때문에 마
침내 하늘로 들려 올려간 에녹과 그
의 백성들에 의해 세워진 이 도시는
시온이라 이름지어졌다(교성 38:4;
모세 7:18~21, 69). 후일에 시온이라
이름 지어진 도시가 미국 미주리 주
잭슨 군 근처에 세워질 것이며, 그
곳에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집합할
것이다(교성 103:11~22; 133:18). 성
도들은 세상에서 그들이 살고있는
곳에서 시온을 일으켜 세우라는 권
고를 받고 있다.
다윗성이 시온이라 불리움, 왕상 8:1.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사 2:2~3(미 4:2; 니후 12:2~3). 구속
자가 시온에 임하며, 사 59:20. 내가
너희를 성읍 중에서 하나 그리고 족
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
으로 데려오겠고, 렘 3:14.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
이요, 욜 2:32(옵 1:17). 나의 시온을
세우려 힘쓸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니전 13:37. 시온의 딸들이 거만하
여, 니후 13:16(사 3:16). 시온에서 안
일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니후
28:19~25. 시온의 대업을 일으켜 굳
게 세우기를 구하라, 교성 6:6(교성
11:6). 그에게 내가 영감을 주어 큰
권능으로 시온의 대업을 밀고 나아
가게 하였고, 교성 21:7. 새 예루살렘
은 시온이라 일컬어지리라, 교성



45:66~67.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는
시온 성을 위한 장소임, 교성 57:1~3.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징계는
시온의 자녀 위에 머물러 있음, 교성
84:58.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
으므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시온이
라 부르셨더라, 모세 7:18~19. 시온
(새 예루살렘)이 미 대륙에 세워질
것임, 신개 1:10.

시즈(SHIZ). 또한 야렛인 참조
몰몬경에 나오는 야렛인의 군사 지
도자. 그는 야렛인 국가 전체를 멸망
시켰던 커다란 싸움의 끝 무렵에 죽
었다(이더 14:17~15:31).

시편(詩篇, PSALM). 또한 다윗;
음악 참조

영감받은 시 또는 찬송가
시편: 시를 모아놓은 구약전서의 책
으로, 그 중 많은 시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시편은 신약전서에 자
주 인용된다.

다윗이 시편의 많은 부분을 기록
하였다.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
으로 기록되었다. 많은 시들이 음악
에 맞추어 씌어졌다.

시현(示現, VISION). 또한 계시; 꿈;
첫번째 시현 참조

어떤 사건, 사람, 또는 물건에 관한
성신의 능력을 통한 시각적 계시.
중요한 시현들에 관한 예에는 다음
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후일에 관
한 에스겔의 시현(겔 37~39), 하나님
의 우편에 서 있는 예수에 관한 스데

반의 시현(행 7:55~56), 후일에 관한
요한의 계시(계 4~21), 생명나무에
관한 리하이와 니파이의 시현(니전
8, 10~14), 주의 천사에 관한 앨마 이
세의 시현(모사 27), 지상의 온 주민
에 관한 야렛 형제의 시현(이더
3:25), 영광에 관한 시현(교성 76),
커틀랜드 성전에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주어진 시현
(교성 110),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조셉 에프 스미스의 시현(교성 138),
하나님과 그의 창조물에 관한 모세
의 시현(모세 1), 하나님에 관한 에
녹의 시현(모세 6~7),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조역 1).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
거니와, 잠 29:18. 너희 젊은이는 이
상을 볼 것이며, 욜 2:28(행 2:17). 그
는 시현으로 내게 지식을 주셨도다,
니후 4:23. 그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
로부터 보내진 사자이며, 조역 1:33.
우리는 예언, 계시, 시현을 믿는다,
신개 1:7.

신격(神格, GODHOOD). 사람,
사람들－사람, 하늘 아버지처럼
될 잠재성; 승영; 영생 참조

신권(神權, PRIESTHOOD). 또한
권능; 권세; 멜기세덱 신권;
성임하다, 성임; 신권의 맹세와
성약; 열쇠, 신권의; 아론 신권
참조

하나님이 사람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행하도록 사람에게 주신 권세
와 권능(교성 50:26~27). 신권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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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신권의 맹세와 성약

닌 교회의 남자 회원들은 정원회로
조직되며 또 교회에서 의식 및 일정
한 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세를
받는다.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영영
히 제사장이 되리라, 출 40:15(민
25:13). 내가 너희를 세웠나니, 요
15:16. 너희는 신령한 집, 곧 거룩한
신권으로 세워질 것임, 벧전 2:5. 너
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
장들이요, 벧전 2:9(출 19:6). 사람들
이 그들의 지극한 신앙과 선행으로
인해 대제사로 부름 받음, 앨
13:1~12. 내가 네게 침례할 권능을
주노니, 3니 11:21. 너희가 성신을 줄
권능을 갖게 되리라, 모로 2:2. 나는
선지자 엘리야의 손으로 너희에게
신권을 드러내리라, 교성 2:1(조역
1:38). 주는 또한 아론과 그의 후손에
게 신권을 확인해 주었나니, 교성
84:18. 이 대신권은 복음을 베풀며,
교성 84:19. 그가 모세를 그들 가운
데서 데려갔고, 성신권도 또한 그리
하였느니라, 교성 84:25. 신권의 맹
세와 성약이 서술됨, 교성 84:33~42.
신권은 너희 조상들의 혈통을 통하
여 너희와 함께 계속되어 왔나니, 교
성 86:8. 교회에는 두 가지 신권이 있
나니, 교성 107:1. 첫째 신권은 하나
님의 아들의 반차를 좇는 성 신권임,
교성 107:2~4. 신권의 권리는 하늘의
권능과 불가분하게 연계되어 있고,
교성 121:36. 신권으로 말미암아 어
떠한 권능이나 영향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 되며, 교성

121:41. 교회의 모든 충실하고 합당
한 남성 회원은 신권을 받을 수 있
음, 선2.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부터 부름을 받아야 함을 믿는다, 신
개 1:5.

신권(神權, PRIESTHOOD),

멜기세덱(MELCHIZEDEK).
멜기세덱 신권 참조

신권 성임(神權 聖任,

PRIESTHOOD ORDINATION).
성임하다, 성임 참조

신권(神權, PRIESTHOOD),

아론(AARONIC). 아론 신권
참조

신권(神權, PRIESTHOOD),

열쇠(KEYS OF). 열쇠, 신권의
참조

신권(神權)의 맹세와 성약(聖約)

(PRIESTHOOD, OATH AND

COVENANT OF). 또한 맹세;
성약; 신권 참조

맹세는 맺은 약속에 참되고 충실하
겠다는 선서된 확언이다. 성약은 두
당사자들 사이의 엄숙한 약속이다.
아론 신권은 성약만으로 받게 된다.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는 성약뿐만
아니라 말해지지 않은 맹세로 신권
을 받는다. 신권 소유자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충실하고 또 그들
의 부름을 영화롭게 할 때 주는 그들
을 축복하신다. 끝까지 충실하고 하
나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하신 모든
것을 행한 자는 아버지가 지닌 모든



것을받게될것이다(교성84:33~39).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성약하시고
또 아브라함은 순종함, 창 15:18;
17:1; 22:16~18. 에스겔 시대 동안에
제사장들이 양 떼를 먹이지 아니함,
겔 34:2~3. 말라기 시대 동안에 제사
장들이 성약을 더럽힘, 말 1~2.

신랑(新郞, BRIDEGROOM). 또한
예수 그리스도 참조

예수 그리스도는 경전에서 신랑으로
상징되어 있다. 교회가 그의 상징적
인 신부이다.
열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감, 마
25:1~13.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니, 요 3:27~30.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계 19:5~10. 신랑이 올 때에 준비가
되어 있게 할지니, 교성 33:17. 신랑
맞을 준비를 하라, 교성 65:3.

신뢰(信賴, TRUST). 또한 신앙;
확신 참조

사람 또는 사물에 의지하거나 믿는
것. 영적인 일에서 신뢰는 하나님과
그의 영에 의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욥 13:15.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잠 3:5.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뢰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단 3:19~28. 내가 또
영원히 주를 의뢰하리이다, 니후
4:34. 기뻐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
뢰할지어다, 모사 7:19. 누구든지 하
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마지막 날에
들리우리니, 모사 23:22.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시련 중
에 받들어 주심을 얻을 것이요, 앨
36:3, 27. 육신의 팔을 의지하지 않게
하려 함이요, 교성 1:19. 선을 행하도
록 인도하는 영을 신뢰하라, 교성
11:12. 그는 나를 신뢰할지니, 그리
하면 그는 혼란하게 되지 아니할 것
이요, 교성 84:116.

신명기(申命記, DEUTERONOMY).
또한 모세오경 참조

“율법의 반복”을 의미하며 구약전서
의 다섯 번째 책이다.

신명기에는 모세가 변형되기 바
로 전에 모압 광야에서 전한 마지막
세 설교가 실려 있다. 첫 번째 설교
(1~4장)는 서론이다. 두 번째 설교
(5~26장)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⑴ 5~11장－십계명과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설명이고 ⑵ 12~26
장－전체 책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
로 율법의 규약이다. 세 번째 설교
(27~30장)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대한 엄숙한 새로운 다짐 그
리고 순종에 따르는 축복들 및 불순
종에 뒤따르는 저주들에 대한 고지
가 실려 있다. 31~34장은 율법을 레
위인들에게 준 것과 모세의 찬양과
마지막 축복 그리고 모세의 떠남을
기술하고 있다.

신성(神性, DEITY). 하나님, 신회
참조

신성(神性)을 모독(冒瀆)하다

(BLASPHEME), 신성모독

(BLASPHEMY). 또한 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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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신앙

용서받지 못할 죄 참조
하나님 또는 거룩한 것에 대하여 무
례하게 또는 불손하게 말하는 일.

예수가 신성을 모독하였다고 여
러 번 유대인에게 비난당한 것은, 죄
를 용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
다고 그가 주장하였고(마 9:2~3; 눅
5:20~21),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
이라고 불렀으며(요 10:22~36;
19:7), 그리고 자신이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의 구름 가운데서 오
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리라고 말하
였기 때문이다(마 26:64~65).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한 그 모든 것
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러한 비난은
맞는 것일 것이다. 공회 앞에서 연
재판에서 거짓 증인들이 그에게 한
비난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였다
는 것이다(마 26:59~61).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받은 후에 그리
스도를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성신을
모독하는 일은 용서받지 못할 죄이
다(마 12:31~32; 막 3:28~29; 교성
132:27).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죽음에 처해지나니, 레 24:11~16. 주
의 원수들이 그의 이름을 모독하지
못하게 되리라, 교성 105:15. 보복이
주를 모독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임,
교성 112:24~26.

신앙(信仰, FAITH). 또한 믿음,
믿다; 소망; 신뢰; 예수 그리스도
참조

어떤 사물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한 확

신. 경전에서 매우 자주 사용된 것처
럼,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
하도록 사람을 인도하는 예수 그리
스도에 대한 확신과 신뢰이다. 신앙
이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중심을
두어야 한다. 후기 성도들은 또한 아
버지 하나님, 성신, 신권의 권능, 그
리고 회복된 복음의 다른 중요한 면
들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신앙은 보이지 않으나, 참된 것들
에 대한 소망을 포함한다(히 11:1; 앨
32:21; 이더 12:6). 신앙은 하나님에
게서 보내심을 받은 권세있는 관리
역원이 가르친 복음을 들음으로써
불이 붙는다(롬 10:14~17). 기적이
신앙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강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에 대한 순종에 의해 발전된다. 달리
표현하면, 신앙은 의에 의해서 온다
(앨 32:40~43; 이더 12:4, 6, 12; 교성
63:9~12).

참된 신앙은 기적, 시현, 꿈, 병 고
침,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
에게 주시는 그의 모든 은사를 가져
다준다. 신앙에 의해 사람은 죄 사함
을 얻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면전
에서 거할 수가 있다. 신앙의 부족은
죄악 때문에 오게 되는 절망으로 사
람을 인도한다(모로 10:22).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 2:4.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 9:22(막 5:34; 눅 7:50). 너희 믿음
대로 되라, 마 9:29.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
17:20(눅 17:6).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
니, 눅 22:32.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
는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
니, 행 3:16.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롬 10:17. 그리스도
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
면 너희 믿음도 헛 것이며, 고전
15:14. 믿음은 사랑으로써 역사함,
갈 5:6.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
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엡 2:8(니후 25:23).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엡 6:16(교성 27:17). 나의 달
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딤후 4:7.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요, 히 11:1.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 11:6.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약
2:17~18, 22. 내가 가서 주께서 명하
신 일들을 행하겠나이다, 니전 3:7.
사람의 자녀들이 주를 믿는 신앙을
행사할진대,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만사를 행하실 수 있음, 니전 7:12.
리아호나에 있는 지침들이 신앙에
따라 작동하더라, 니전 16:28. 거룩
하신 자에 대한 완전한 신앙을 갖고
회개하여 그의 이름으로 침례 받아
야 하며, 니후 9:23. 그리스도는 사람
의 자녀들 가운데 그들의 신앙을 좇
아 기적을 행하심, 니후 26:13(이더
12:12; 모로 7:27~29, 34~38). 이노스
의 죄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신앙
으로 말미암아 용서됨, 이노 1:3~8.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

하지 아니하고는 그러한 자에게 구
원이 오지 아니함이니라, 모사 3:12.
마음이 주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
하여 변화되었다 함이니, 모사 5:7.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가 그들의 신
앙에 따라 응답됨, 모사 27:14. 그리
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을 좇아
우리에게 힘을 주사, 앨 14:26. 신앙
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앨
22:16. 신앙이란 사물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니라, 앨
32:21(이더 12:6). 그것이 부풀기 시
작할 때 너희의 신앙으로 이를 가꾸
기 바라노라, 앨 33:23(앨 32:28). 그
들이 보전된 것은 그들이 심히 굳건
히 믿은 연고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권능에 돌려짐, 앨 57:25~27. 신앙으
로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자마
다 살 수 있으리니, 힐 8:15. 너희의
신앙이 내가 너희를 고치기에 족한
줄 내가 앎이니라, 3니 17:8. 신앙이
란 비록 보이지 아니하나 바라는 것
임이라, 이더 12:6. 기적을 행한 모든
자들이 신앙으로 기적을 행하였음,
이더 12:12~18. 만일 그들이 나를 믿
는 신앙을 가지면, 내가 그들을 위하
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것
임이니라, 이더 12:27~28, 37. 몰몬이
신앙, 소망, 사랑에 관해 가르침, 모
로 7. 너희가 받을 줄로 믿으며 신앙
으로 무엇이든지 선한 것을 내 이름
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보라, 너
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모로 7:26. 그
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든 선한 것
을 굳게 붙들 것인즉, 모로 7:28.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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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가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간구할진대, 그는 너희에게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리라, 모로
10:4. 신앙 없이는 네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므로 신앙으로 구하라, 교성
8:10. 그들의 기도 가운데 보인 그들
의 신앙에 따라 그들에게 허락되리
라, 교성 10:47, 52. 모든 사람은 반드
시 그의 이름을 믿는 신앙 안에서 끝
까지 견디어야 하며, 교성 20:25, 29.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의롭게
됨이 공의로우며, 참됨, 교성 20:30.
영은 신앙의 기도로써 너희에게 주
어지리니, 교성 42:14. 신앙은 표적
으로 인하여 오지 아니하며, 믿는 자
에게 표적이 따르는 것이니라, 교성
63:9~12. 부모는 자녀에게 그리스도
를 믿는 신앙을 가르쳐야 함, 교성
68:25. 참으로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 교성 88:118.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복음의 첫
째 원리임, 신개 1:4.

신앙개조(信仰個條, ARTICLES OF

FAITH). 또한 값진 진주; 스미스,
조셉, 이세 참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
이 믿음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열세
개의 요점.

조셉 스미스는 교회의 회원들이
믿고 있는 바를 알고 싶다는 시카고
데모크라트(CHICAGO DEMOC-
RAT)의 편집자인 존 웬트워스의 요
청에 따른 응답 서한에 처음으로 그
것을 썼다. 이 서한은 웬트워스 서한
으로 알려져서 1842년 3월에 처음으

로 타임즈 앤드 시즌즈(TIMES AND
SEASONS)에 출판되었다. 신앙개조
는 1880년 10월 10일 정식으로 교회
회원들의 동의에 의해 경전으로 받
아들여져서 값진 진주의 일부에 포
함되었다.

신약전서(新約全書, NEW

TESTAMENT). 또한 경전; 성경
참조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생애와
성역에 관한(원래는 그리스어로 된)
영감받은 기록들의 모음. 신약전서
는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의 서한,
일반 서한, 그리고 계시록으로 보통
나뉘어진다.

사복음서－마태, 마가, 누가, 그
리고 요한 복음－는 그리스도의 생
애에 관한 기사이다. 사도행전은 그
리스도의 사망 후 교회와 사도들의
역사, 특별히 바울의 선교 여행을 기
록하고 있다. 바울의 편지들은 교회
지도자들과 회원들에게 가르침을 주
고 있다. 다른 편지들은 다른 사도들
에 의해 기록된 것이며 또 초기 성도
들에게 추가적인 권고를 주고 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은 주로
후일에 관련된 예언들이 실려 있다.

심판(審判, JUDGMENT), 마지막

(THE LAST). 또한 심판하다,
심판; 예수 그리스도－심판자;
정죄하다, 정죄 참조

부활 이후에 일어날 마지막 심판. 하
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각 사람을 심판하여 그들이 받게 될
영원한 영광을 결정할 것이다. 이 심
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
을 받아들인 것을 포함하여 하나님
의 계명에 대한 각 사람의 순종에 근
거를 두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
기셨으니, 요 5:22. 우리가 다 하나님
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롬 14:10. 죽
은 자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
니, 계 20:12(교성 128:6~7). 너희 모
든 행위에 대하여 너희가 심판받게
될 것임, 니전 10:20. 열두 사도들과
열두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임, 니전 12:9(교성 29:12). 모든 사
람이 반드시 거룩하신 이의 심판대
앞에 나서야 하느니라, 니후 9:15. 저
영화로운 날을 위하여, 너희 영혼을
준비하여, 니후 9:46. 너희가 하나님
의 심판대 앞에 있음을 상상할 수 있
느냐? 앨 5:17~25. 예수 그리스도께
서 세상을 심판하러 서실 것임, 3니
27:16. 주는 하나님께 경건하지 아니
한 자를 심판하러 저주를 가지고 내
려 오실 것임, 교성 133:2.

심판(審判)하다(JUDGE),

심판(JUDGMENT). 또한 심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심판자;
정죄하다, 정죄 참조

복음의 원리들과 관련지어서 행위를
평가하고 결정하고 선과 악을 분별
하는 것.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출 18:13. 너희는 공의로 사람

을 재판할지며, 레 19:15. 비판을 받
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
7:1(조성, 마 7:1~2; 눅 6:37; 3니
14:1).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
라, 롬 2:12.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 고전 6:2~3.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게 심판을 받으시매,
니전 11:32. 어린 양의 열두 사도들
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하
리라, 니전 12:9(교성 29:12). 사망과
지옥과 악마와 이로써 붙잡힌 바 된
모든 자는 심판을 받아야 함, 니후
28:23(니전 15:33). 만일 너희의 재물
을 나누어 달라고 너희에게 간청을
올리는 자를 너희가 판단한다면, 너
희의 재물을 나누지 않는데 대한 너
희의 정죄는 얼마나 더 마땅하겠느
냐, 모사 4:22. 사람들이 그 행위대로
심판받게 되리라, 앨 41:3. 의롭게 판
단하라 그러면 공의가 다시 네게로
회복될 것이며, 앨 41:14. 기록될 책
으로부터 세상이 심판을 받으리라, 3
니 27:23~26(계 20:12). 이 백성의 남
은 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께서 택하
신 열둘에게 심판받을 것임, 몰몬
3:18~20. 몰몬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길을 설명함, 모로 7:14~18. 의롭게
판단하도록 인도하는 그 영을 신뢰
하라, 교성 11:12. 너희는 마땅히 마
음 속으로 이르기를－하나님께서는
나와 그대 사이를 판단하사, 교성
64:11. 주의 교회가 여러 나라를 심
판할 것임, 교성 64:37~38. 아들이 옥
에 갇힌 영들을 방문하였으니,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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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육체를 가진 사람처럼 심판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교성 76:73(벧
전 4:6). 감독은 보통 판사가 되어야
함, 교성 107:72~74. 주가 모든 사람
을 그들의 행위에 따라 그들 마음의
소원에 따라 심판할 것임이니라, 교
성 137:9.

십계명(十誡命, TEN

COMMANDMENTS).
도덕적 행위를 다스리기 위해 선지
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열 가지 율법.

이 율법의 히브리 이름은“열 가
지의말씀”이다. 그것은또한언약(신
9:9) 또는 증거(출 25:21; 32:15)라고
불린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을 주시고 또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에게 주신 일이 출애굽기 19:9~20:23;
32:15~19; 34:1에 기술되어 있다. 그
계명들은 두 장의 돌판에 새겨졌고
궤에 넣어졌다. 따라서 이 궤는 언약
궤라 불리웠다(민 10:33). 주는 신명
기 6:4~5와 레위기 19:18을 인용하시
며 십계명을“두 가지 큰 계명”으로
요약하셨다(마22:37~39).

십계명은 마지막 날의 계시에서
반복되었다(모사 12:32~37; 13:12~24;
교성 42:18~28; 59:5~13; 조역, 출
34:1~2).

십보라(ZIPPORAH). 또한 모세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모세의 아내이며
이드로의 딸(출 2:21; 18:2).

십이사도 정원회(十二使徒 定員會,

QUORUM OF THE TWELVE).

사도 참조

십이사도 평의회(十二使徒 評議會,

COUNCIL OF THE TWELVE).
사도 참조

십일조(十一租, TITHES), 십일조를

냄(TITHING). 또한 돈; 헌물 참조
교회를 통하여 주께 드리는 한 사람
의 연간 이익금의 십분의 일. 십일조
기금은 교회와 성전을 짓고, 선교 사
업을 지원하며, 지상에 하나님의 왕
국을 건설하는 데 사용된다.
아브라함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음,
창 14:18~20(히 7:1~2, 9; 앨 13:15).
십분의 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
와의 성물이라, 레 27:30~34. 너는
모든 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신 14:22, 28. 모든 것의 십일조를 많
이 가져왔으며, 대하 31:5. 사람이 어
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
였나이까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
이라, 말 3:8~11(3니 24:8~11). 십일
조를 바치는 자는 그가 오는 때에 타
지 아니하리라, 교성 64:23(교성
85:3). 주의 집을 그의 백성의 십일조
로 건축되게 함, 교성 97:11~12. 주
께서 십일조의 법을 밝혀주심, 교성
119. 평의회에 의하여 십일조가 처
리될 것임, 교성 120.

십자가(十字架, CROSS). 또한
골고다; 성찬; 속죄하다, 속죄;
십자가에 달림; 예수 그리스도
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셨던 나
무로 된 구조물(막 15:20~26). 현재
세상의 많은 사람은 십자가를 그리
스도의 못 박히심과 속죄의 희생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주께서
는 자신의 못 박히심과 희생에 대한
자신의 상징으로 성찬의 떡과 물을
정해 주셨다(마 26:26~28; 교성
20:40, 75~79). 경전에서, 자기 십자
가를 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경건
치 아니한 것과 모든 세상 정욕을 부
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다(조성, 마 16:25~26).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막
10:21(3니 12:30; 교성 23:6). 예수는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
에 앉으셨느니라, 히 12:2. 그가 십자
가 위에 들리어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더라, 니전 11:33. 세
상의 십자가를 견딘 그들은 하나님
의 왕국을 상속하리니, 니후 9:18.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십자가 위에 들리게 하심이요, 3니
27:14~15.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 하지 아니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려 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구원
을 얻지 못하리라, 교성 56:2. 인자가
사람이 하는 대로 십자가 위에 들리
운 것을 보았더라, 모세 7:55.

십자가(十字架)에 달림

(CRUCIFIXION). 또한 골고다;
속죄하다, 속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참조

신약 시대에 흔히 있던 로마의 처형

방식으로서 그 손과 발을 십자가에
묶거나 못 박음으로써 그 사람을 죽
음에 이르게 하였다. 그것은 대체로
노예나 신분이 낮은 범죄자에게만
행해졌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종종 채찍질 또는 매질이 선행되었
다(막 15:15). 십자가에 달릴 사람은
흔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
소까지 가야 했다(요 19:16~17). 그
의 옷은 흔히 형을 집행하는 병사들
이 가져갔다(마 27:35). 십자가는 그
사람의 발이 땅 위로 30~60센티미터
만큼 위로 달리도록 땅 위에 세워졌
다. 십자가는 그 사람이 십자가 위에
서 죽을 때까지 병사들이 지키는데
때때로 삼 일이 걸리기도 하였다(요
19:31~37).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그가 가이사에 대항하여 선동
을 하고,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
이라고 말하여 신성모독을 범하였다
고 믿지 않는 무리가 거짓되게 고발
했기 때문이었다. 자색 옷(요 19:2),
가시관, 그리고 다른 욕설이 예수에
게 주어졌다(마 26:67; 막 14:65).
악한 사람들이 메시야의 손과 발을
찌를 것임, 시 22:11~18. 그리스도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
이 갈 것임, 사 53:7. 예수께서 그의
십자가에 못박힘을 미리 말씀하셨
음, 마 20:18~19. 그리스도의 십자가
에 못 박히심이 서술됨, 마 27:22~50
(막 15:22~37; 눅 23:26~46; 요 19:
17~30). 니파이가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시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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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니전 11:33. 니파이가 그리스도
의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관
해 말함, 니전 19:9~14. 야곱이 이스
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성역과 십자
가에 못 박히심에 관해 말함, 니후
6:9. 미 대륙에서의 태풍, 지진, 불,
회리바람이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증거함,
3니 8.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
수니라, 교성 45:51~52. 옥에 있는
영들 사이에서 그리스도께서 성역을
베푸신 것은 그의 죽음과 부활 사이
의 기간에 한정되어 있었음, 교성
138:27.

씻다(WASH), 씻음을 받은

(WASHED), 씻음(WASHING).
또한 속죄하다, 속죄; 침례,
침례를 주다 참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깨끗하게 하
는 것. 상징적으로, 회개한 사람은 예
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을 통해 죄
지은 짐스러운 생활과 그 결과에서
깨끗하게 될 수가 있다. 합당한 신권
의 권세 아래서 집행된 씻음은 성스
러운 의식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
을 씻어야 할 것임, 민 19:7. 나의 죄
를 말갛게 씻으소서, 시 51:2, 7. 너희
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행악을 그치라, 사 1:16~18. 예
수께서 그의 사도들의 발을 씻기심,
요 13:4~15(교성 88:138~139). 침례
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행
22:16(앨 7:14; 교성 39:10). 옷이 씻
겨져 희게 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음이니, 앨 5:21(3니
27:19). 그들의 옷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씻겨져 희게 되었느니라, 앨
13:11(이더 13:10). 계명들을 지킴으
로써 그들이 씻음을 받아 그들의 모
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 교성
76:52. 너희의 기름 부음과 너희의
씻음은 나의 거룩한 집의 의식으로
써 제정되나니, 교성 124:39~41.

아가(SONG OF SOLOMON)

구약전서에 있는 책. 선지자 조셉 스
미스는 아가가 영감 받은 기록이 아
니라고 가르쳤다.

아그립바(AGRIPPA). 또한 바울
참조

신약전서에서, 헤롯 아그립바 일세
의 아들이며 또 버니게 및 드루실라
의 형제. 그는 레바논에 위치한 갈시
스의 왕이었다. 그는 사도 바울에게
귀 기울여서 거의 설득되어 기독교
도가 될 뻔하였다(행 25~26; 조역
1:24).

아나니아(ANANIAS),

다메섹(DAMASCUS)의.또한
바울 참조

다메섹에 있던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울에게 침례를 주었음(행 9:10~18;
22:12).

아나니아(ANANIAS),

예루살렘(JERUSALEM)의

신약전서에서, 그와 그의 아내 삽비
라는 그들이 주께 헌납하기로 했던
돈의 일부를 다시 감춤으로써 주께



거짓말을 하였다. 베드로가 그들을
대면하였을 때 그 두 사람은 땅에 엎
드려져 죽었다(행 5:1~11).

아내(WIFE). 가족; 결혼, 결혼하다
참조

아담(ADAM). 또한
아담-온다이-아만; 아담과 이브의
타락; 에덴; 이브; 미가엘; 천사장
참조

지상에 창조된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지상에서 인류의 시조이

며 족장이다. 에덴동산에서의 그의
범법(창 3; 교성 29:40~42; 모세 4)은
그를 타락하게 하였고 인류가 이 지
상에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
인 필멸의 존재가 되게 하였다(니후
2:14~29; 앨 12:21~26). 그러므로 아
담과 이브는 우리의 영원한 발전을
가능하게 만드는 일에 있어서 그들
의 역할로 인하여 존경 받아야 한다.
아담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시며
또한 미가엘로도 알려져 있다(단 7;
교성 27:11; 107:53~54; 116; 138:38).
그는 천사장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
의 재림에 앞서 인류의 족장으로서
의 예비 사업을 위해 지상에 다시 올
것이다(교성 29:26).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
하셨음, 창 1:26~28(모세 2:26~28; 아
브 4:26~28).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
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시고 또 번성
하여 땅을 채우라 명하심, 창
1:28~31(모세2:28~31; 아브4:28~31).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에덴동산

에 두시고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금하심, 창
2:7~9, 15~17(모세 3:7~9, 15~17; 아
브 5:7~13).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지음, 창 2:19~20(모세 3:19~20; 아브
5:20~21).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에 의
해 결혼함, 창 2:18~25(모세 3:18~25;
아브 5:14~21). 아담과 이브가 사탄에
게서 유혹을 받아 금단의 열매를 취
하고 에덴동산 밖으로 쫓겨남, 창
3(모세4).아담이향년930세로죽음,
창 5:5(모세 6:12). 아담은 첫 사람이
었음, 교성 84:16. 아담이 죽기 전에
그의 의로운 후손들을 아담-온다이-
아만의 골짜기에 불러 축복을 그들에
게 주었음, 교성 107:53~57. 아담이
희생을 드림, 모세 5:4~8. 아담이 침
례를 받고 성신을 받았으며 신권에
성임되었음, 모세 6:51~68.

아담-온다이-아만(ADAM-ONDI-

AHMAN). 또한 아담 참조
아담이 죽기 3년 전에 그의 의로운
자손을축복한장소(교성107:53~56)
이며 재림의 때에 앞서 그가 올 장소
이다(교성116).

아담과 이브의 타락(墮落)(FALL OF

ADAM AND EVE). 또한 구속의
계획; 구속하다, 구속받은, 구속;
사망, 영적; 사망, 육체적;
속죄하다, 속죄; 아담; 예수
그리스도; 육에 속한 사람; 이브;
필멸의, 필멸 참조

인류가 이 지상에서 필멸의 몸이 되
었던 과정. 아담과 이브가 금지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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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를 먹었을 때, 그들은 필멸, 곧 죄
와 사망에 놓이게 되었다. 아담은 지
상에서“첫 번째 육신”이 되었다(모
세 3:7). 후일의 계시는 타락이 축복
이며 또 아담과 이브가 온 인류의 첫
번째 부모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 주고 있다.

타락은 인간의 진보에 있어서 필
요한 단계였다. 하나님은 타락이 일
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전세
에서 구주를 계획했다. 예수 그리스
도는 아담의 타락을 속죄하고 또한
인간의 회개를 조건으로 인간의 개
인적인 죄를 속죄하기 위해 절정의
시기에 왔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 2:17(모세 3:17).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창 3:6(모세 4:12). 아담 안에
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
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
라, 고전 15:22. 모든 인류는 잃어버
린 바 되고 타락한 상태에 있으며, 니
전 10:6. 사람이 타락한 때로부터 길
이 예비 되었으며, 니후 2:4. 아담과
이브가 금단의 열매를 먹은 후에, 그
들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니후
2:19. 아담이 타락한 것은 사람이 존
재하게 하려 함이요, 니후 2:15~26.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라,
아담의 타락 때로부터 그러하였고,
모사 3:19. 아론이 라모나이의 부친
에게 타락에 관해 가르침, 앨
22:12~14. 속죄가반드시이루어져야
만 함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모든 인
류는 타락하여 잃은 바 되었은즉, 앨

34:9. 우리의 시조가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주의 면전에서 끊어졌음을
알게 되며, 앨 42:2~15(힐 14:16). 타
락으로 인하여 우리의 천성이 악하
게 되었사오나, 이더 3:2. 이 거룩한
율법을 범함으로써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 되었느니라, 교성 20:20(교성
29:34~44). 너는 타락하였으므로 구
속될 수 있나니, 모세 5:9~12. 범법의
이유로 인하여 타락이 오고, 모세
6:59. 사람이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하
여형벌을받음, 신개 1:2.

아들들(SONS), 모사이야의(OF

MOSIAH). 모사이야의 아들들
참조

아들들(SONS), 힐라맨의(OF

HELAMAN). 힐라맨의 아들들
참조

아론(AARON), 모사이야의

아들(SONS OF MOSIAH). 또한
모사이야, 베냐민의 아들;
모사이야의 아들들 참조

몰몬경에서, 모사이야 왕의 아들. 아
론은 선교사로 봉사하였으며 그의
부지런한 노력은 많은 사람의 마음
을 그리스도에게 돌이키는 데 도움
이 되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었음, 모사
27:8~10, 34. 한 천사가 그와 그의 일
행에게 나타남, 모사 27:11. 회개하
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
함, 모사 27:32~28:8. 왕으로 지명되
기를 거절하고 그 대신 하나님의 말



씀을 전파하러 레이맨인의 땅으로
감, 앨 17:6~9. 인도받기 위해 금식
하고 기도함, 앨 17:8~11. 라모나이
왕의 부친을 가르침, 앨 22:1~26. 조
램인에게 전도하러 감, 앨 31:6~7.

아론(AARON), 모세의 형제(兄弟)

(BROTHER OF MOSES). 또한
모세; 아론 신권 참조

구약전서에서, 레위 지파 출신으로
아므람과요게벳의아들(출6:16~20).
모세의형(출7:7).
이스라엘의 자녀를 애굽에서 인도해
나오는 일에서 모세를 돕고 그의 대
변자가 되도록 주에게서 임명을 받
음, 출 4:10~16, 27~31; 5:1~12:51.
시내 산에서 모세가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을 아론 신권에 임명하는 것에
관하여 지시를 받음, 출 28:1~4. 백
성의 요청에 따라 금송아지를 만듬,
출 32:1~6, 21, 24, 35. 향년 123 세에
호르 산에서 죽음, 민 20:22~29(민
33: 38~39). 주는 또한 아론과 그의
후손에게 신권을 확인해 주었나니,
교성 84:18, 26~27, 30. 신권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되리라, 교성 84:33~34. 주
께서는 아론과 같이 아버지께 부르
심을 받은 자의 의로운 행위를 의롭
다 하실 것임, 교성 132:59.

아론 신권(神權)(AARONIC

PRIESTHOOD). 또한 모세의
율법; 신권; 아론, 모세의 형제
참조

소신권(히 7:11~12; 교성 107:13~14).

그 직분에는 감독, 제사, 교사, 집사
가 있다(교성 84:30; 107:10, 14~15,
87~88). 고대,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는 제사장, 제사, 그리고 레위인이 있
었다. 고대의 이스라엘인들이 하나
님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아론 신권
이 모세에게 계시되었다. 그들은 성
결하게 되는 것과, 멜기세덱 신권과
그 의식을 받는 것을 거부하였다(교
성 84:23~25). 아론 신권은 율법과 복
음의 현세적 및 외형적 의식을 다룬
다(대상 23:27~32; 교성 84: 26~27;
107:20). 그것은 천사의 성역과 회개
의 복음과 침례에 대한 열쇠를 지니
고 있다(교성 13). 아론 신권은 이 경
륜의 시대인 1829년 5월 15일 지상에
회복되었다. 침례 요한이 펜실베이
니아 주 하모니 인근의 사스케하나
강 둑에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
우드리에게 이 신권을 부여하였다
(교성13; 조역1:68~73).
그는 영원한 신권의 성약을 지닐 것
임, 민 25:13. 주께서 레위의 아들들
을 청결하게 하되 그들을 연단할 것
임, 말 3:3(3니 24:3). 이 존귀는 아무
도 스스로 취하지 못함, 히 5:4. 온전
함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
미암아 오는 것이 아님, 히 7:11. 이
신권은 레위의 아들들이 제물을 바
칠 때까지 결코 다시는 땅에서 거두
어지지 아니하리라, 교성 13:1.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아론
신권에 성임됨, 교성 27:8. 소신권은
천사의 성역의 열쇠를 지니고 있느
니라, 교성 84:26(교성 13:1). 두 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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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나니 곧 멜기세덱 신권과 아론
신권이니라, 교성 107:1. 둘째 신권
은 아론의 신권이라 일컫느니라, 교
성 107:13.

아마겟돈(ARMAGEDDON). 또한
곡; 마곡;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참조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은“므깃도 산”
을 의미하는 하르 므깃도에서 유래
되었다. 므깃도 계곡은 예루살렘에
서 북쪽으로 80 킬로미터 떨어진 에
스드랠론 평야의 서쪽 부분에 있으
며 구약 시대에 잔혹한 여러 전쟁이
있었던 장소이다. 주의 재림의 때 가
까이에 일어나게 될 마지막 큰 싸움
이 같은 장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이라 불리운다(겔
39:11; 슥 12~14, 특히 12:11; 계
16:14~21 참조).

아말렉인(人)(AMALEKITES)

(구약전서)
아라비아와 지중해 사이에 있는 바
란 사막에 살았던 아랍 부족. 그들은
모세 시대로부터(출 17:8) 사울 및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히브리인들과 전쟁을 하였다(삼상
15; 27:8; 30; 삼하 8:11~12).

아맬레카이인(人)(AMALEKITES)

(몰몬경)
레이맨인을 이끌고 니파이인을 대적
하여 싸운 일단의 니파이인 배도자
들(앨 21~24, 43).

아맬리카이아(AMALICKIAH)

몰몬경에서, 레이맨인 가운데서 권
력을 잡아서 그들을 이끌고 니파이
인에게 대적하였던 니파이인 반역자
(앨 46~51).

아멘(AMEN). 또한 기도 참조
“그렇게 되기를 바라나이다”또는
“그러하나이다”를 의미한다. 아멘은
마음에서 우러나오거나 진지한 수용
및 동의(신 27:14~26) 또는 참됨(왕
상 1:36)을 보이기 위하여 말한다. 오
늘날 기도, 간증 그리고 말씀의 끝에
서 기도 또는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동의 및 수용을 나타내기 위해 소리
나게 아멘을 말한다.

구약 시대에서는 맹세를 할 때 아
멘이라고 말해야 했다(대상 16:7,
35~36; 느 5:13; 8:2~6). 그리스도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라고 불린다(계 3:14). 아멘은 또한
예언자 학교에서 성약의 표시의 역
할도 하였다(교성 88:133~135).

아모스(AMOS)

유대 왕 웃시야와 이스라엘 왕 여로
보암 시대에, 대략 주전 792년에서
740년 사이에 예언을 하였던 구약전
서에 나오는 선지자.
아모스서: 구약전서에 나오는 한 책.
아모스의 많은 예언들은 이스라엘과
그 이웃 국가들에게 의로 다시 돌아
올 것을 경고하고 있다.

1~5장은 이스라엘과 그 이웃 국
가들에게 회개할 것을 외치고 있다.
3장은 주께서 그의 비밀을 선지자들
에게 나타내어 보이셨음과 범법 때



문에 이스라엘이 적에게 멸망될 것
을 설명하고 있다. 6~8장은 앗수르
의 침략이 있기 오래 전에 이스라엘
의 무너짐을 예언하고 있다. 9장은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회복될 것이
라고 예언하고 있다.

아버지(FATHER), 필멸(必滅)의

(MORTAL). 또한 가족; 부모;
축복사, 축복사의; 축복사의 축복
참조

낳은 자녀 또는 합법적으로 입양된
자녀를 가진 남자를 지칭하는 성스
러운 칭호.
네 부모를 공경하라, 출 20:12(신
5:16; 마 19:19; 모사 13:20). 아버지
는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할 것임,
잠 3:12.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
게 하지 말고, 엡 6:1~4. 나는 부친의
모든 학문으로 어느 정도 가르침을
받았고, 니전 1:1. 나의 부친은 의인
이었나니 이는 그가 나를 가르치셨
음이라. 이노 1:1. 앨마가 그의 아들
을 위해 기도함, 모사 27:14. 앨마가
그의 아들들에게 계명을 줌, 앨
36~42. 힐라맨이 그 아들들의 이름
을 그들 조상의 이름을 따라 지음,
힐 5:5~12. 몰몬이 그의 기도 중에
항상 그의 아들을 생각함, 모로
8:2~3. 큰 일이 그들의 아버지의 손
에 요구되도록 하였음이니라, 교성
29:48. 모든 사람은 자신의 가족을
부양해야 함, 교성 75:28. 그는 부친
에게 가라고 내게 명했다, 조역 1:49.

아벨(ABEL). 또한 가인; 아담 참조

구약전서에서, 아담과 이브의 아들.
그의 형 가인보다 더 나은 희생을 하
나님께 드림, 창 4:4~5(히 11:4; 모세
5:16~21). 가인에게 죽임을 당함, 창
4:8(모세 5:32). 아담의 손으로 신권
을 받았나니, 교성 84:16. 사탄이 아
벨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밈, 모세
5:28~31(힐 6:27).

아벳느고(ABED-NEGO). 또한
다니엘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
벳느고는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왕궁으로 데려져 간
세 명의 이스라엘 청소년들이다. 아
벳느고의 히브리 이름은 아사랴이
다. 네 젊은이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
를 취하여 자기를 더럽히기를 거부
하였다(단 1).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느고는 왕에 의해 맹렬히 타는 풀무
불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보전되었다(단 3).

아브라함(ABRAHAM). 또한
아브라함의 성약 참조

데라의 아들로 갈대아 우르에서 태
어났다(창 11:26; 31; 17:5). 주께서
영원한 성약을 맺으신 주의 선지자
로, 이 성약을 통해 지상의 모든 나
라들이 축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원래의 이름은 아브람이었다.
하란으로 이주하였고 그 곳에서 데
라가 죽음, 창 11:31~32(아브 2:1~5).
하나님에게서 가나안으로 여행할 것
과 거룩한 성약을 받으라는 부르심
을 받음, 창 12:1~8(아브 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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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굽으로 여행함, 창 12:9~20(아브
2:21~25). 헤브론에 정착함, 창
13:18. 롯을 구함, 창 14:1~16. 멜기
세덱을 만남, 창 14:18~20. 하갈이 그
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음, 창
16:15~16.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으
로 바뀜, 창 17:5. 주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들이 아들을 가지게 되
리라고 말씀하심, 창 17:15~22;
18:1~14. 사라가 그의 아들 이삭을
낳음, 창 21:2~3. 이삭을 제물로 바치
라는 명을 받음, 창 22:1~18. 사라가
죽어 장사됨, 창 23:1~2, 19. 아브라
함이 죽어 장사됨, 창 25:8~10. 아브
라함이 기꺼이 이삭을 바치려 한 것
은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의 표상임,
야곱 4:5.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
침, 앨 13:15.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
리 보고 증언함, 힐 8:16~17. 멜기세
덱에게서 신권을 받음, 교성 84:14.
충실한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됨,
교성 84:33~34(갈 3:27~29). 모든 것
을 계시에 의해 받음, 교성 132:29.
자기의 승영에 들어감, 교성 132:29.
조상들의 축복과 신권에 임명되기를
구함, 아브 1:1~4. 갈데아의 거짓 제
사들에게 핍박을 받음, 아브 1:5~15.
주에 의하여 구출됨, 아브 1:16~20.
해와 달과 별에 관하여 배움, 아브
3:1~14. 전세와 창조에 대하여 배움,
아브 3:22~28.
아브라함서: 아브라함이 쓴 것으로
1835년에 교회의 소유가 된 고대 기
록. 안토니오 레볼로가 애굽의 지하
묘지에서 기록들과 몇몇 미이라를

발견하였으며, 그는 이것들을 마이
클 챈들러에게 유언으로 넘겨주었
다. 챈들러는 이것들을 1835년에 미
국에서 전시하였다. 조셉 스미스의
몇몇 친구들이 이것들을 챈들러에게
서 사서 선지자에게 주었으며 선지
자는 이것들을 번역하였다. 이 기록
들 가운데 몇몇 기록을 현재 값진 진
주에서 찾아볼 수 있다.

1장은 갈대아 우르에서의 아브라
함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곳
에서 사악한 제사장들이 그를 제물
로 바치려 하였다. 2장은 가나안으
로의 그의 여행을 이야기하고 있다.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와 성약을
맺으셨다. 3장은 아브라함이 우주를
보고 또 천체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되
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4~5장은 창
조에 관한 또 다른 기사이다.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하
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약속
과 성약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다. 실
제로 아브라함의 혈통이거나, 복음을
받아들여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의 가
족으로 입양된 남자와 여자는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갈 3:26~29;
4:1~7; 교성 84:33~34; 103:17;
132:30~32; 아브 2:9~11). 아브라함의
실제 후손도 불순종에 의하여 자기들
의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다(롬 4:13;
9:6~8).

아브라함의 성약(聖約)

(ABRAHAMIC COVENANT).
또한 성약; 아브라함; 할례 참조



아브라함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대신
권에 성임되었으며(교성 84:14; 아브
2:11), 또한 승영의 성약인 해의 결혼
을 하였다(교성 131:1~4; 132:19,
29). 아브라함은 이러한 성약의 모든
축복이 그의 필멸의 후손에게 주어
질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교성
132:29~31; 아브 2:6~11). 이러한 성
약과 약속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성
약이라 일컬어진다. 지상의 모든 나
라가 이 성약을 통해 축복을 받게 되
기 때문에 이 성약의 회복이 곧 후일
의 복음의 회복이었다(갈 3:8~9, 29;
교성 110:12; 124:58; 아브 2:10~11).

아브라함의 후손(後孫)(SEED OF

ABRAHAM).
아브라함－아브라함의 후손
참조

아브람(ABRAM). 아브라함 참조

아빈아다이(ABINADI). 또한 순교자,
순교 참조

몰몬경에서, 니파이인의 선지자.
사악한 노아 왕의 백성들이 회개하
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
하 실 것 이 라 고 예 언 함 , 모사
11:20~25. 노아 왕과 그의 백성의 멸
망을 예언하여 감옥에 갇힘, 모사
12:1~17. 노아 왕의 간악한 제사들에
게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에 대하
여 가르침, 모사 12~16. 앨마가 그의
말씀을 믿고 기록함, 모사 17:2~4.
노아 왕에게 화형으로 죽임을 당함,
모사 17:20.

아사(ASA)

구약전서에서, 유다 왕국의 제3대
왕. 경전은 그의“마음이 일평생 여
호와 앞에서 온전”하였다고 기록하
고 있다(왕상 15:14). 그의 통치 동안
에 그는 군대를 능률적인 상태로 양
성하였고 구스의 멍에를 던져버리고
그릇된 우상들을 없애고 또 사람들
에게 여호와를 찾아 성약을 맺으라
고 권하였다(왕상 15~16; 대하
14~16). 하지만 그가 발에 병이 들었
을 때 그는 주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
하고 죽었다(왕상 15:23~24; 대하
16:12~13).

아셀(ASHER). 또한 야곱, 이삭의
아들; 이스라엘 참조

구약전서에서 야곱과 레아의 시녀였
던 실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창
30:12~13).
아셀 지파: 야곱은 아셀을 축복하였
으며(창 49:20), 또 모세는 아셀의 후
손을 축복하였다(신 33:1, 24~29).
이 후손은“용감한 장사”라 불리웠
다(대상 7:40).

아이(CHILD), 아이들(CHILDREN).
또한 가족; 구원－아이들의 구원;
속죄하다, 속죄; 유아 침례;
책임지다, 책임질 수 있는,
책임질 수 있음; 축복하다, 축복
받은, 축복－어린아이들에 대한
축복 참조

아직 사춘기에 이르지 아니한 어린
사람.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기의 아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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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르쳐야 한다. 아이들은 책임질
수 있는 연령에 이를 때까지는 죄가
없다(모로 8:22; 교성 68:27).
자식들은 여호와에게서 온 기업이
요, 시 127:3~5. 마땅히 행할 길을 아
이에게 가르치라, 잠 22:6. 어린아이
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
지 말라, 마 19:14. 너희 부모에게 순
종하라, 엡 6:1~3(골 3:20). 타락이 아
니었다면 아담과 이브는 자녀를 갖
지 못하였을 것이요, 니후 2:22~23.
자녀들에게 참되고 진지하게 행하도
록 가르치라, 모사 4:14~15. 어린아
이들이 영생을 갖느니라, 모사
15:25.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으
시고 축복하시매, 3니 17:21. 네 모든
자녀는 주의 가르침을 받을 것인즉
네 자녀의 평안이 심히 클 것이니라,
3니 22:13(사 54:13). 어린아이들은
회개하거나 침례받을 필요가 없느니
라, 모로 8:8~24. 어린아이는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나의 독생자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았느니라, 교성
29:46~47. 부모는 자녀에게 복음 원
리와 실천을 가르쳐야 함, 교성
68:25, 27~28. 어린아이는 그리스도
의 속죄를 통하여 거룩함, 교성 74:7.
부모는 그 자녀를 빛과 진리로 양육
하라는 명을 받았음, 교성 93:40. 책
임을 질 수 있는 나이에 이르기 전에
죽은 어린아이는 해의 왕국에서 구
원을 받음, 교성 137:10.

아합(AHAB). 또한 이세벨 참조
구약전서에서, 북 이스라엘의 가장
사악하고 강력했던 왕들 가운데 하

나. 그는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
하였으며 그녀의 영향을 통하여 바
알과 아스다롯에 대한 예배가 이스
라엘에 세워졌으며(왕상 16:29~33;
왕하 3:2) 선지자와 여호와에 대한
예배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
다(왕상 18:13).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을 다스림, 왕상 16:29(왕상 16~22).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왕상
16:30,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함, 왕
상 22:29~40.

악마(惡魔, DEVIL). 또한 루시퍼;
멸망의 자식들; 멸하는 자;
영－악한 영들; 적그리스도; 지옥
참조

사탄. 악마는 의의 적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애쓰는 자들의 적이다.
문자 그대로 그는 하나님의 영의 아
들이며 한 때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권세를 지닌 천사였다(사 14:12; 니
후 2:17). 하지만 그는 전세에서 모반
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
가운데 삼분의 일을 설득하여 그와
함께 모반하였다(교성 29:36; 모세
4:1~4; 아브 3:27~28). 그들은 하늘
에서 내쫓겼으며, 필멸의 육신을 얻
어 현세를 경험할 기회를 거부당하
였으며, 또 영원히 정죄될 것이다.
악마가 하늘에서 내쫓긴 이후로 그
는 모든 남자와 여자를 항상 속이며
온 인류를 그와 같이 비참하게 만들
기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사업과
멀어지게 인도하려 애써 왔다(계



12:9; 니후 2:27; 9:8~9).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심, 마
17:18. 영원한 불이 마귀와 그 사자
들을 위하여 예비되었음, 마 25:41.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약 4:7. 간악한 자들은 악
마에게 사로잡힐 것임, 니전 14:7. 악
마는 모든 거짓의 아비임, 니후
2:18(모세 4:4). 악마는 만인을 자기
처럼 비참하게 되게 하려함, 니후
2:27. 만일 육체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진대, 우리의 영은 악마에게 복
종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 니후
9:8~9. 악마가 맹위를 떨치고, 달래
며, 달콤한 말로 속이며, 니후
28:20~23. 악한 것은 악마에게서 옴
이니라, 옴 1:25(앨 5:40; 모로 7:12,
17). 너희 가운데 다툼이 일어날까
주의하고, 악한 영에게 순종하지 않
도록 주의하라, 모사 2:32. 만일 너희
가 선한 목자의 양이 아니라면, 악마
가 너희 목자요, 앨 5:38~39. 악마가
자기의 자녀를 도우려 하지 아니하
고, 앨 30:60.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
하여 악마의 유혹에 이끌려 가지 않
도록 하라, 앨 34:39(3니 18:15, 18).
구속주의 반석 위에 너희의 기초를
세워 악마의 강한 폭풍이 너희를 이
길 힘을 가지지 않게 하라, 힐 5:12.
악마는 모든 죄의 근원임, 힐
6:26~31. 악마는 간교한 계획 세우기
를 꾀하였도다, 교성 10:12. 악마가
사람의 자녀들을 유혹함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선택의지를 행사하는 자가

될 수 없나니, 교성 29:39. 아담이 유
혹에 넘어갔으므로 악마의 뜻에 복
종하게 되었음, 교성 29:40. 멸망의
자식들은 악마와 그의 사자들과 함
께 다스릴 것임, 교성 76:33, 44. 악마
는 천 년 동안 풀려나지 못하리라, 교
성 88:110(계 20:2). 사악한 자가 빛
과 진리를 빼앗아 가느니라, 교성
93:39. 사탄이 자기의 첫째 지체를
지키지 아니하더라, 아브 3:28.
악마의 교회: 순수하고 완전한 복음
을 방해하며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
항하여 싸우는 지상에 있는 모든 악
하고 세속적인 조직체.
악마가 크고 가증한 교회를 설립하
였음, 니전 13:6(니전 14:9). 단지 두
개의 교회가 있을 따름이니, 하나님
의 어린 양의 교회와 악마의 교회라,
니전 14:10(앨 5:39). 악마의 교회가
아니거든 아무 교회와도 대적하여
다투지 말라, 교성 18:20. 크고 가증
한 교회는 무너지리니, 교성 29:21.

악(惡)한 영(靈)들(EVIL SPIRITS).
영－악한 영들 참조

악(惡)한(WICKED), 악함

(WICKEDNESS). 또한 더러운,
더러움; 불경한; 불의한, 불의;
어둠, 영적; 죄 참조

나쁘고 사악함. 하나님의 계명에 불
순종하는 것.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께 죄를 지으리이까, 창 39:7~9. 여호
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
도를 들으시니라, 잠 15:29. 악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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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리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잠
29:2(교성 98:9). 이 악한 사람은 너
희 중에서 내쫓으라, 고전 5:13. 우리
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
이라, 엡 6:12. 너희는 악인에게서 나
와, 그들의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앨 5:56~57(교성 38:42). 이것이 악인
의 마지막 상태니라, 앨 34:35(앨
40:13~14).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
니었느니라, 앨 41:10. 간악한 자들
이 벌을 받는 것은 간악한 자들로 말
미암나니, 몰 4:5(교성 63:33). 그 시
각에 의인과 악인이 완전히 갈라지
게 되리라, 교성 63:54. 이같이 악인
의 끝이 임하나니, 조마 1:55.

안나(ANNA)

신약전서에서, 아셀 지파 출신의 여
선지자. 예수의 탄생 시대에 그녀는
연로한 과부였다. 그녀는 성전에 데
리고 온 유아 예수를 보고 그가 구속
주임을 알아보았다(눅 2:36~38).

안나스(ANNAS). 또한 가야바 참조
신약전서에서, 산헤드린에 큰 영향
력이 있는 사람. 예수가 체포되었을
때 먼저 그에게 보내어졌다(요
18:13).그는또한사도들의재판에서
주도적인역할을하였다(행4:3~6).

안드레(ANDREW)

신약전서에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이며, 예수께서 이 세상의 성역 동안
에 부르신 십이사도 가운데 한 사람
(마 4:18~19; 막 1:16~18, 29).

안수(按手, LAYING ON OF

HANDS). 손, 안수 참조

안식(安息, REST). 또한 안식일;
평화 참조

걱정과 혼란으로부터 화평과 자유를
누림. 주는 그를 충실히 따르는 자에
게 이생 동안에 이러한 안식을 약속
하셨다. 그는 또한 다음 생에서 이들
을 위한 안식의 장소를 마련하셨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
리라, 출 33:14.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
리라, 마 11:28~29. 우리는 그들로 하
여금 그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고자
부지런히 일하였나니, 야곱 1:7(히
4:1~11).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는 나
의 안식에 들어오리라, 앨 12:34. 정
결하게 되어 주의 안식에 들어간 자
들이 많되, 심히 대단히 많았더라, 앨
13:12~16. 낙원은 안식의 상태임, 앨
40:12(앨 60:13). 나의 피로 그 옷을
빤 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그의 안식
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3니 27:19.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들과 더불
어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이 백성에
게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니라, 교성
15:6(교성 16:6). 죽은 자들은 그들의
모든 수고를 떠나 쉴 것이며, 교성
59:2(계 14:13). 주의 안식은 그의 영
광의 충만함이니라, 교성 84:24.

안식일(安息日, SABBATH DAY).
또한 안식; 창조하다, 창조 참조

안식과 예배를 위해 매주 별도로 정
한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 일곱째 날에 안식을 취



하셨으며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매주 하루를 안식의 날이
되도록 명하셨다(출 20:8~11).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교회의
회원들은 유대인처럼 그 주의 마지
막 날을 안식일로 지켰다. 부활 이후
에 교회의 회원들은,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주의 첫째 날(주의
날)을 그의 부활을 기억하기 위하여
지켰다. 오늘날 교회는 매주 하루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의 일에서
안식을 취하기 위하여 거룩한 안식
일로 지켜오고 있다.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
양분의 필요성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들의 의무를 상기시켜 준다. 한 나
라가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 부주
의하게 되면, 생활의 모든 면이 영향
을 받게 되고 그 종교 생활이 타락하
게 된다(느 13:15~18; 렘 17:21~27).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라, 창 2:1~3.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
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않음, 출
16:22~30.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
하게 지키라, 출 20:8~11(모사
13:16~19). 안식일은 하나님과 인간
사 이 의 표 징 으 로 주 어 짐 , 출
31:12~17(겔 20:12, 20). 우리는 안식
일에 사거나 팔아서는 아니 됨, 느
10:31.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일컬
으며 존귀하게 여기고 네 오락을 구
하지 말라, 사 58:13~14.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막 2:23~28.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

니라, 눅 6:1~10.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병 고치심,
눅 13:10~14. 니파이인들이 안식일
을 거룩하게 지킴, 예이 1:5. 안식일
을 준수하여 이를 거룩히 지키라, 모
사 18:23.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성찬
을 바칠지어다, 교성 59:9~13. 시온
의 주민은 안식일을 준수하여야 하
느니라, 교성 68:29. 나 하나님이 일
곱째 날에 나의 모든 일에서 안식을
취하였음이니라, 모세 3:1~3(창
2:1~3; 아브 5:1~3).

알코올성 음료(飮料)(ALCOHOL).
지혜의 말씀 참조

알파와 오메가(ALPHA AND

OMEGA). 또한 예수 그리스도
참조

알파는 그리스어 알파벳의 첫 문자
이며 오메가는 마지막 문자이다. 이
문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이름이며, 그리스도가 모든 창조의
시작이요 끝이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상징으로 사용된다(계 1:8; 교
성 19:1).

암몬(AMMON), 모사이야의 아들

(SON OF MOSIAH). 또한
모사이야, 베냐민의 아들;
모사이야의 아들들;
앤타이-니파이-리하이인 참조

몰몬경에서, 모사이야 왕의 한 아들.
암몬은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그의
부지런한 노력은 많은 영혼을 그리
스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데 도움
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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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던 믿지 아니
하는 사람이었음, 모사 27:8~10, 34.
한 천사가 그와 그의 일행에게 나타
남, 모사 27:11.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함, 모사
27:32~28:8. 왕으로 지명되기를 거
절하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
파하러 레이맨인의 땅으로 감, 앨
17:6~9. 인도받기 위해 금식하고 기
도함, 앨 17:8~11. 결박당하여 라모
나이 왕에게 끌려감, 앨 17:20~21.
라 모 나 이 의 양 떼 를 구 함 , 앨
17:26~39. 라모나이에게 전도함, 앨
18:1~19:13.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쁨으로 압도됨, 앨 19:14. 그의 마
음을 돌이킨 자들은 다시는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였음, 앨 23:6.  하나님
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수천의 사람
을 진리로 인도하게 된 것을 기뻐함,
앨 26:1~8(앨 26:1~37). 앤타이-니파
이-리하이 백성을 안전한 곳으로 인
도함, 앨 27. 그의 형제들을 만나 큰
기쁨을 느낌, 앨 27:16~18.

암몬(AMMON), 제이라헤믈라의

후손(後孫)(DESCENDANT OF

ZARAHEMLA). 또한 림하이
참조

몰몬경에서, 제이라헤믈라로부터 리
하이-니파이 땅으로 갔던 탐험대를
이끌었던 힘이 세고 강한 사람(모사
7:1~16). 그는 고대 기록을 보았으며
선견자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했다
(모사 8:5~18). 그는 훗날 림하이 왕
과 그의 백성을 레이맨인에게서 자유
롭게 하여 제이라헤믈라로 돌아오게

하는데도움을주었다(모사22).

앗수르(ASSYRIA)

경쟁 상대였던 바벨론과 더불어 구
약 시대의 대부분의 기간에 아람과
블레셋 지방의 고대 국가들의 많은
부분을 다스렸던 고대 제국. 앗수르
는 주전 12세기 중반부터 주전 7세
기의 끝 무렵까지 주요 강대국이었
지만 안정된 정치적 구조를 만들 수
는 없었다. 그들은 테러 곧 불과 검
으로 적들을 쳐부수거나 대규모의
인구를 그들 제국의 다른 곳으로 이
주시킴으로써 적들을 약화시켜서 통
치하였다. 그들의 피통치 민족들은
항상 그들의 반대자였으며, 제국의
역사는 끊임없는 반란으로 얼룩졌다
(왕하 18~19; 대하 32; 사 7:17~20;
10; 19; 37 참조).

애굽(EGYPT)

아프리카의 북동쪽 끝 자락에 있는
나라. 애굽의 많은 부분은 메마르고
황폐하다. 주민의 대부분은 약 890
킬로미터에 뻗어 있는 나일 계곡에
살고 있다.

고대 애굽은 부유하고 번영하였
다. 관개 시설을 위한 운하, 방어를
위한 강한 도시들, 왕족의 기념물들,
특별히 세계의 불가사의로 여전히
존재하는 왕족의 피라미드 무덤과
신전들을 포함하여 커다란 공공 건
축물이 지어졌다. 한때 애굽의 통치
는 신권의 족장의 질서를 모방한 것
이었다(아브 1:21~27).
아브라함과 요셉이 기근으로부터 그



들의 가족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
로 인도됨, 창 12:10(창 37:28). 요셉
이 애굽으로 팔려 감, 창 45:4~5(니전
5:14~15). 야곱이 애굽으로 인도됨,
창 46:1~7.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밖으로 인도함, 출 3:7~10;
13:14(히 11:27; 니전 17:40; 모세
1:25~26). 애굽은 악을 상징함, 겔
29:14~15(호 9:3~7; 아브 1:6, 8,
11~12, 23). 한 천사가 요셉에게 마
리아와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
하라고 말함, 마 2:13(호 11:1).

애굽투스(EGYPTUS)

노아의 아들인 함의 아내와 딸, 그
두 사람의 이름. 갈대아어로, 그 이
름은 애굽 즉 금지된 것을 의미한다
(아브 1:23~25).

애믈리싸이(AMLICI),

애믈리싸이인(AMLICITES)

몰몬경에서, 판사 치세 동안에 왕을
두기를 바랐던 일단의 니파이인들을
이끌었던 사람. 애믈리싸이인이라
불렸던 니파이인들은 그들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드러내 놓고 하나님
을 거역하였다(앨 2~3).

앤타이-니파이-리하이인

(ANTI-NEPHI-LEHIES). 또한
모사이야의 아들들; 암몬,
모사이야의 아들; 힐라맨의
아들들 참조

몰몬경에서, 모사이야의 아들들에
의해 마음을 돌이킨 레이맨인에게
주어진 이름. 그들이 마음을 돌이킨
후에 이들 백성은 또한 암몬 백성이

라 불렸고 그들의 생애 동안 충실하
였다(앨23:4~7, 16~17; 27:20~27).
그들이 앤타이-니파이-리하이라는
이름을 짊어짐, 앨 23:16~17; 24:1.
그들이 피 흘리기를 거부하고 무기
를 묻음, 앨 24:6~19. 그들의 아들들
이 전쟁을 준비하고 또 힐라맨을 그
들의 지휘관으로 택함, 앨 53:16~19;
56~58 (이 아들들은 또한 2,000 청년
용사로도 알려져 있음).

앨마 일세(ALMA THE ELDER)

사악한노아왕시대에교회를조직했
던몰몬경에있는니파이인선지자.
사악한 노아 왕의 제사였으며 니파
이의 후손임, 모사 17:1~2. 아빈아다
이의 말을 듣고 믿은 후에 왕이 그를
쫓아냈음. 그가 도망하여 숨어서 아
빈아다이의 말을 기록함. 모사
17:3~4. 회개하고 아빈아다이의 말
을 가르침, 모사 18:1. 몰몬의 물에서
침례를 베풂, 모사 18:12~16. 교회를
조직함, 모사 18:17~29. 그의 백성과
함께 제이라헤믈라에 도착함, 모사
24:25. 교회를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
짐, 모사 26:8. 교회 회원을 재판하고
인도함, 모사 26:34~39. 대제사의 직
분을 그의 아들 앨마에게 부여함, 앨
4:4(모사 29:42; 앨 5:3).

앨마(ALMA), 앨마의 아들(SON

OF ALMA). 또한 모사이야의
아들들; 앨마 일세; 앰율레크
참조

몰몬경에서, 니파이인 국가의 초대
대판사이며 선지자. 그의 초기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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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는 교회를 멸하려 하였다(모사
27:8~10). 하지만 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는 복음으로 돌이켰다
(모사 27:8~24; 앨 36:6~27). 훗날 그
는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대판사라
는 그의 지위를 버렸다(앨 4:11~20).
앨마서: 몰몬경에 있는 책으로, 선지
자들이었던 앨마, 그의 아들 앨마,
그리고 그의 아들 힐라맨의 기록의
요약이 실려 있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은 대략 주전 91년에서
52년 사이에 일어난 것들이다. 이 책
은 63장으로 되어 있다. 1~4장은 니
허와 애믈리싸이의 추종자들이 니파
이인을 대적하여 일으킨 모반을 기
술하고 있다. 그 결과로 일어난 전쟁
은 그 시점까지의 니파이인의 역사
에서 가장 파멸적인 것이었다. 5~16
장은 앨마의 초기 선교 여행의 기사
가 실려 있는데 선한 목자에 관한 그
의 설교(앨 5), 앰몬아이하 성에서
앰율레크와 함께 전도하던 일이 포
함되어 있다. 17~27장은 모사이야의
아들들의 기록 및 레이맨인 가운데
서의 그들의 성역에 관한 것이 실려
있다. 28~44장은 앨마의 가장 중요
한 설교 몇 가지가 실려 있다. 32장
에서 앨마는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
였다. 36장에서 그는 자신의 마음을
돌이킨 이야기를 그의 아들 힐라맨
에게 들려 주었다. 39~42장은 부도
덕한 범법에 빠졌던 그의 아들 코리
앤톤에게 주는 앨마의 권고가 기록
되어 있다. 이 중요한 설교는 공의,
자비, 부활 그리고 속죄를 설명해 주

고 있다. 45~63장은 그 시대 동안에
있었던 니파이인의 전쟁과, 헤이고
드의 인도 아래 이루어졌던 이주를
기술하고 있다. 대장 모로나이, 티앤
쿰, 리하이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
이 그들의 용기있고 시기적절한 행
동을 통해서 니파이인들을 보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앰율레크(AMULEK). 또한 앨마,
앨마의 아들 참조

몰몬경에서, 앨마의 아들, 앨마의 선
교 동반자.
한 천사의 방문을 받음, 앨 8:20;
10:7. 앨마를 자기 집에 영접해 들임,
앨 8:21~27. 권능을 가지고 앰몬아이
하 백성에게 전도함, 앨 8:29~32;
10:1~11. 니파이, 리하이, 그리고 므
낫세의 한 후손임, 앨 10:2~3. 진리에
대해 증언함, 앨 10:4~11. 백성들에
게 회개를 외치고 거부당함, 앨
10:12~32. 지에즈롬과 논쟁함, 앨
11:20~40. 부활, 심판 그리고 회복에
관해 가르침, 앨 11:41~45. 믿는 자의
순교를 멈추게 하고 싶어 함, 앨
14:9~10. 앨마와 함께 옥에 갇힘, 앨
14:14~23. 신앙을 통하여 결박을 끊
고 감옥에서 자유롭게 됨, 앨
14:24~29. 속죄, 자비, 그리고 공의에
대해 증언함, 앨 34:8~16. 기도에 대
해 가르침, 앨 34:17~28. 사람들에게
회개를 미루지 말라고 격려함, 앨
34:30~41. 앨마와 앰율레크의 신앙
이 감옥의 벽을 무너지게 함, 이더
12:13.



야고보(JAMES), 세베대의

아들(SON OF ZEBEDEE)

예수가 그의 필멸의 성역 동안에 택
한 십이사도 가운데 한 사람. 그는
요한의 형제였다. 그는 어떤 특별한
경우, 즉 야이로의 딸을 일으킬 때에
(막 5:37), 변형의 산에서(마 17:1; 막
9:2; 눅 9:28),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마 26:37; 막 14:33) 예수와 함께 있
도록 택함받은 세 사도 가운데 하나
였다. 베드로 및 요한과 함께 그는
조셉 스미스를 성임하여 지상에 멜
기세덱 신권을 회복하였다(교성
27:12; 128:20; 조역 1:72).

야고보(JAMES), 알패오의

아들(SON OF ALPHAEUS)

예수가 그의 필멸의 성역 동안에 택
한 십이사도 가운데 한 사람(마 10:3;
막 3:18; 눅 6:15; 행 1:13).

야고보(JAMES), 주의 형제

(BROTHER OF THE LORD)

신약전서에 나오는 주의 형제이며
(갈 1:19)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몇몇 자매들의 형제(마 13:55~56; 막
6:3; 유 1:1). 그는 또한 의인 야고보
로 알려져 있기도 하며 예루살렘 교
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
었다(행 12:17; 15:13; 고전 15:7; 갈
2:9~12). 아마도 그가 야고보서를 썼
을 것이다.
야고보서: 신약전서에 있는 책. 원래
이것은 해외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
엘의 열두 지파에게 보낸 편지였으
며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썼을 것이

다. 이 서한은 1장에 있는, 만일 사람
이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도움
을 간구해야 한다는 중요한 충고를
포함하여, 실천적 종교에 관하여 분
명하게 이야기한 항목이 몇 가지 실
려 있다(약 1:5~6; 조역 1:9~20). 2장
은 신앙과 행함을 다루고 있다. 3~4
장은 혀를 다스려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 험담하지 말
것을 성도들에게 훈계하고 있다. 5
장은 성도들이 인내를 가져야 하고
아플 때는 축복을 위해 장로들을 청
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다른 사
람들을 돌이키도록 돕는 축복에 대
해 가르치고 있다.

야곱(JACOB), 리하이의 아들(SON

OF LEHI). 또한 리하이,
니파이의 아버지 참조

몰몬경에 있는 선지자이며 니파이후
서 및 야곱서에 있는 여러 설교의 저
자(니후 6~11; 야곱 1~7).
야곱서: 몰몬경에서 세 번째 책. 1장
은 니파이가 기록들을 야곱에게 넘
겨주고 나서 야곱과 그의 형제 요셉
을 백성들의 제사와 교사로 성별하
였음을 말하고 있다. 2~4장은 도덕
적으로 깨끗할 것을 백성들에게 훈
계하는 설교들이다. 야곱은 또한 구
속의 메시야의 오심을 가르쳤고 그
가 오실 때 이스라엘의 일부 사람들
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들을
열거하였다. 5~6장은 야곱의 간증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사명에 관
한 예언적인 비유를 담고 있다. 7장
은 시렘이라 하는 학식있는 모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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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야렛의 형제

의 기사를 담고 있는데, 시렘은 야곱
의 신성한 간증에 압도되었다.

야곱(JACOB), 이삭의 아들(SON

OF ISAAC). 또한 에서; 이삭;
이스라엘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족장이며 선지
자,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 가
운데동생(창25:19~26).야곱은그의
형 에서 대신에 장자의 명분을 얻었
다. 이것은 야곱이 합당하고 성약 안
에서 결혼한 반면, 에서는 그의 장자
의 명분을 업신여겼고 성약 밖에서
결혼했기 때문이었다(창 25:30~34;
26:34~35; 27; 28:6~9; 히12:16).
리브가는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임
을 주에게서 알게 되었음, 창 25:23.
장자의 명분을 에서에게서 샀음, 창
25:29~34. 하늘에 이른 사다리에 관
한 꿈을 꿈, 창 28. 레아 및 라헬과 결
혼함, 창 29:1~30. 열두 아들과 한 딸
을 둠, 창 29:31~30:24; 35:16~20. 빌
하 및 실바와 결혼함, 창 30:3~4, 9.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뀜, 창 32:28
하나님을 대면하여 봄, 창 32:30. 요
셉을 총애함, 창 37:3. 그의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감, 창 46:1~7.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후손을 축복함, 창
49. 죽음, 창 49:33. 계명을 지켰으며
오늘날 승영하여 아브라함 및 이삭
과 함께 하늘에 올라 보좌에 있음,
교성 132:37.

야렛(JARED). 또한 야렛의 형제;
야렛인 참조

그의 형제와 함께 바벨탑에서부터

서반구에 있는 약속의 땅까지 일단
의 정착민을 인도하였던 몰몬경의
지도자(이더 1:33~2:1).
야렛이 주께서 그들의 가족들과 친
구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지 않게
하시도록 주께 간구할 것을 자신의
형제에게 요청함, 이더 1:34~37. 바
다를 향해 여행하여 그 곳에서 사 년
동안 거하였음, 이더 2:13. 약속의 땅
을 향해 항해함, 이더 6:4~12.

야렛의 형제(兄弟)(BROTHER OF

JARED). 또한 야렛; 야렛인 참조
몰몬경의 선지자. 그와 그의 형제는
바벨탑에서부터 서반구에 있는 약속
의 땅으로 일단의 정착민을 인도하
여 야렛 백성의 국가를 세웠다(이더
1~6). 그는 주와 얼굴을 맞대고 이야
기할 정도로 커다란 신앙을 지닌 자
였다(교성 17:1). 그의 이야기는 이
더서에 기록되어 있다.
야렛의 형제는 크고 용사인 자요, 주
의 은총을 크게 입은 자였던지라, 이
더 1:34. 야렛의 형제가 그의 신앙 때
문에 주의 손가락을 보았음, 이더
3:6~9(이더 12:20). 그리스도께서 그
의 영의 몸을 야렛의 형제에게 보이
심, 이더 3:13~20. 야렛의 형제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일보다 더 큰 일이
결코 나타내신 바 되지 아니하였도
다, 이더 4:4. 야렛의 형제가 그의 백
성에게 군주제에 대해 경고함, 이더
6:22~23. 주께서 야렛의 형제에게 모
든 것을 보이셨음, 이더 12:21. 야렛
의 형제는 기록하는 것에서 힘이 있



었음, 이더 12:24. 신앙을 통하여 야
렛의 형제가 지린 산을 옮겼음, 이더
12:30.

야렛인(JAREDITES). 또한 몰몬경;
야렛; 야렛의 형제 참조

야렛과 그의 형제, 그리고 그들의 친
구의 후손으로 몰몬경에 나오는 백
성(이더 1:33~41).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바벨탑으로부터 미 대륙, 즉 약
속의 땅으로 인도되었다(이더
1:42~43; 2~3; 6:1~18). 비록 그들의
나라에 한때 수백만의 사람이 있었
으나, 그들은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내전으로 모두 멸망되었다
(이더 14~15).

야벳(JAPHETH). 또한 노아, 성경의
족장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선지자, 노아의
맏아들(모세 8:12).
노아는 야벳을 낳았더라, 창 5:32(창
6:10; 모세 8:12). 야벳과 그의 아내
가 노아의 방주로 들어감, 창 7:13.
야벳이 방주에서 나옴, 창 9:18. 하나
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창 9:27.

약속(約束)의 땅(PROMISED

LAND)

주가 그를 충실하게 좇는 자에게 그
리고 종종 그 후손에게 기업으로 약
속하신 땅. 많은 약속의 땅이 있다.
몰몬경에서 종종 언급되는 약속의
땅은 미 대륙이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창 12:7(아브 2:19). 내가 너와 네 후

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창 17:8(창
28:13). 모세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을 위해 그 땅의 경계를 정함, 민
34:1~12(민 27:12).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리니, 니전 2:20(니전
5:5). 주께서 의인들을 인도해 가사
귀한 땅에 들이시고, 니전 17:38. 만
일 리하이의 후손이 하나님의 계명
을 지킬진대,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번성할 것임, 니후 1:5~9. 이스라엘
이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
이요, 니후 24:1~2(사 14:1~2). 무릇
어느 나라든지 이 약속의 땅을 차지
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섬길지며, 그
렇지 아니하면 그들이 쓸어버림을
당할 것이라, 이더 2:9~12. 이는 약
속의 땅이요 시온 성을 위한 장소니
라, 교성 57:2. 유다가 아브라함의 땅
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게 하시옵소
서, 교성 109:64. 새 예루살렘이 미
대륙에 세워질 것임, 신개 1:10.

약속(約束)의 성령(聖靈)(HOLY

SPIRIT OF PROMISE). 또한
성신 참조

성신은 약속의 성령이다(행 2:33).
사람의 의로운 행동, 의식, 성약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만한 것으로
확인하신다. 약속의 성령은 구원 의
식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그것들과 연관된 성약들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아버지께 증언하신다.
약속의 성령으로써 인봉된 자는 아
버지께서 지니신 모든 것을 받음, 교
성 76:51~60(엡 1:13~14). 일체의 성
약들과 의례들이 이 생 이후에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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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기 위해서는 약속의 성령에 의
하여 반드시 인봉되어야 함, 교성
132:7, 18~19, 26.

약(弱)함(WEAKNESS). 또한
겸손한, 겸손 참조

필멸의 존재로서 능력, 힘 또는 기술
이 결여된 상태. 약함은 존재의 한
상태이다. 모든 사람은 약하며, 하나
님의 은혜로만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야곱 4:6~7). 이 약
함은 부분적으로 각 사람이 갖고 있
는 개별적인 약점이나 단점으로 나
타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사
35:3~4.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 26:41(막 14:38). 육체를
따라 내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 인하
여 나 자신을 변명하고자 하노라, 니
전 19:6.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도록 명하
심을 받았음, 니후 33:11. 주의 종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의 종에게 노하
지마옵소서, 이더 3:2. 우리의기록함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이
를 비웃으리이다, 이더 12:23~25, 40.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보일
것이라, 이더 12:27~28. 네가 네 연약
함을 알았은즉 네가 강하게 되어, 이
더 12:37. 너희 가운데 약한 자가 이
후에는 강하게 되리라, 교성 50:16.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연약함을 아
심, 교성62:1.

양심(良心, CONSCIENCE). 또한
빛, 그리스도의 빛 참조

옳고 그름에 대한 내면의 감각으로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
으로부터 나오는 것(모로 7:16). 우
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그리스
도의 빛으로 인해 옳고 그름을 구분
하는 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태어
났다(교성 84:46). 이러한 능력을 양
심이라고 부른다. 이것을 가짐으로
써 우리는 책임있는 존재가 된다. 다
른 능력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양
심은 죄 또는 오용을 통하여 죽은 것
이 될 수도 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양심
에 가책을 느껴, 요 8:9. 이들은 그 양
심이 증거가 되어, 롬 2:14~15. 배도
자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딤전 4:2. 사람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르침을 받았고,
니후 2:5. 베냐민 왕은 하나님 앞에
거리낌없는 양심을 갖고 있었음, 모
사 2:15. 니파이인들이 기쁨으로 충
만하게 되고, 양심의 평안을 얻으니,
모사 4:3. 지에즈롬이 스스로 죄를
깨닫는 마음으로 괴로움을 당하였
음, 앨 14:6. 우리에게 기쁨이든지,
양심의 가책이든지 우리의 원대로
주어짐, 앨 29:5. 형벌과 율법은 양심
의 가책을 가져옴, 앨 42:18. 그리스
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선
악을 분별하게 하였은즉, 모로 7:16.
각 개인은 양심의 자유로운 행사를
가져야 함, 교성 134:2. 나는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도다, 교성 135:4.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양심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특권이 있음



을 주장하며, 신개 1:11.

어둠(DARKNESS), 바깥(OUTER).
멸망의 자식들; 사망, 영적; 악마;
지옥 참조

어둠(DARKNESS), 영적(靈的,

SPIRITUAL). 또한 악한, 악함
참조

영적인 것에 대한 사악함 또는 무
지함.
흑암으로 광명을 삼는 자들은 화있
을진저, 사 5:20(니후 15:20).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사 60:2. 예수께서 어둠
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치고, 눅
1:79.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
닫지 못하더라, 요 1:5(교성 45:7). 어
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롬 13:12.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엡 5:8~11. 너희
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희는
빛 가운데로 인도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기필코 멸망하리로다, 니후
32:4. 사탄이 어둠의 일을 퍼뜨림, 힐
6:28~31. 어둠의 능력이 땅 위에 만
연함이라, 교성 38:8, 11~12. 온 세상
은 어둠과 죄 아래 신음하고 있느니
라, 교성 84:49~54. 만일 너희 눈이
나의 영광만을 전념하면, 너희 안에
어둠이 없으리니, 교성 88:67. 어둠
의 일이 모든 사람의 아들들 가운데
퍼지기 시작하니라, 모세 5:55.

어머니(MOTHER). 또한 가족; 부모;
이브 참조

자녀를 낳았거나 입양한 여인을 지

칭하는 성스러운 칭호. 어머니들은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을 위해 필멸
의 육신을 제공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돕는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
가 됨이더라, 창 3:20(모세 4:26). 네
부모를 공경하라, 출 20:12(엡 6:1~3;
모사 13:20).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 1:8.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
신여기느니라, 잠 15:20(잠 10:1).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잠
23:22. 그녀의 자식들과 남편이 일어
나 감사하며 또 그녀의 남편은 그녀
를 칭찬하기를, 잠 31:28. 예수의 어
머니가 십자가 곁에 섰는지라, 요
19:25~27. 이천 명의 레이맨인 전사
들이 그들의 어머니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었더라, 앨 56:47(앨 57:21). 우
리의 영화로운 어머니 이브가 주께
서 영계에서 가르침을 주신 위대하
고 힘 있는 자 중에 계시더라, 교성
138:38~39.

언약궤(言約櫃, ARK OF THE

COVENANT). 또한 성막 참조
또한 여호와의 궤 그리고 성약의 궤
로 알려져 있는 언약궤는 금으로 겉
칠이 된 나무로 만든 직사각형 모양
의 궤 또는 상자였다. 이것은 이스라
엘인들의 상징물 중에서 가장 오래
되고 가장 신성한 것이다. 덮개 역할
을 하는 속죄소는 여호와께서 지상
에 거하는 장소로 간주되었다(출
25:22). 성막이 완성되자 궤는 그 건
물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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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놓여졌다(왕상 8:1~8).
모세가 하나님의 명에 따라 언약궤
를 만들었음, 출 25. 레위 자손들이
궤를 돌보는 책임을 맡음, 민 3:15,
31. 언약궤가 그들을 앞서 감, 민
10:33. 이 율법 책을 가져다가 그것
을 언약궤에 넣으라, 신 31:24~26.
요단 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짐, 수
3:13~17; 4:1~7. 여리고를 정복할 때
에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멤, 수
6:6~20.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음, 삼상 5. 주께서 하나님의 언
약궤 때문에 오벧에돔의 집을 축복
하심, 삼하 6:11~12. 웃사가 순종하
지 않고 궤를 잡으려 하였을 때 주에
의해 죽임을 당함, 대상 13:9~12(교
성 85:8).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
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대상 22:19. 언약궤의 내
용물이 기술됨, 히 9:4.

언어(言語, LANGUAGE)

정보, 생각, 그리고 착상을 전하고
받기 위하여 특정한 형식으로 표현
되는, 기록되거나 말해진 단어들. 우
리가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
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보여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주
는 온 인류에게 순수한 언어를 줄 것
이다(습 3:8~9).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창 11:1. 여
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 창 11:4~9. 각각 자기의 방언
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행

2:1~6. 주께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
어를 따라 말씀하심, 니후 31:3(교성
1:24). 베냐민이 그의 아들들에게 그
의 조상들의 언어를 가르쳐 그들이
명철한 자가 되게 하고, 모사 1:2~5.
온유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자
가 만일 나의 의식을 순종하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니라, 교성 52:16.
여러 언어와 방언과 백성들과 친숙
하게 되라, 교성 90:15. 아담과 그의
자녀들은 청결하고 더럽혀지지 아니
한 언어를 가졌더라, 모세 6:5~6, 46.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커다란 언어의
힘을 주심, 모세 7:13.

에녹(ENOCH). 또한 시온 참조
시온 성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선
지자. 그의 성역은 구약전서와 값진
진주에 모두 언급되어 있다. 그는 아
담 이후로 일곱 번째 족장이었다. 그
는 야렛의 아들이었으며 또 므두셀
라의 아버지였다(창 5:18~24; 눅
3:37).

에녹은 위대한 사람이었으며 또
그에 관한 성경의 간략한 기사가 말
해주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성역을
행하였다. 성경은 그가 변형되었다
는 것에 주목하고 있으나(히 11:5),
그의 성역에 관해서는 상세한 내용
을 주고 있지 않다. 유다서 1:14는 그
가 행한 한 예언의 인용을 담고 있
다. 후일의 계시는 에녹에 관하여,
특별히 그의 가르침, 시온이라 불리
운 그의 성, 그의 시현 그리고 그의
예언들에 대해서 더욱 많은 것을 설
명해 주고 있다(교성 107:48~57; 모



세 6~7). 시온은 그 곳에 살던 사람
들의 의로움 때문에 하늘로 들리워
졌다(모세 7:69).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자신을 나타내
심, 모세 6:26~37. 에녹이 복음을 가
르침, 모세 6:37~68. 에녹이 백성을
가르치고 시온을 세움, 모세 7:1~21.
에녹이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장래
를 보았음, 모세 7:23~68.

에덴(EDEN). 또한 아담; 이브 참조
에덴의 동쪽에 있는 동산으로 지정
된 우리의 첫 번째 부모인 아담과 이
브의 거주지(창 2:8~3:24; 4:16; 니후
2:19~25; 모세 3, 4; 아브 5). 아담과
이브는 금지된 열매를 먹고 필멸의
존재가 된 이후에 에덴 밖으로 쫓겨
났다(모세 4:29). 후일의 계시는 에
덴동산에 관한 성경상의 기사를 확
인해 주고 있다. 그것은 동산이 현재
의 북미 대륙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중요한 사실을 더하여 주고 있다(교
성 116; 117:8).

에덴 동산(GARDEN OF EDEN).
에덴 참조

에베소서(EPISTLE TO

EPHESIANS). 또한 바울; 바울의
서한 참조

신약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에
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서한. 이
서한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바
울의 가르침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매
우 중요하다.

1장은 통상적인 인사를 담고 있
다. 2~3장은 성도들과 이방인과 유

대인들이 하나의 교회로 단합되어
한 시민, 즉 교회의 회원이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설
명하고 있다. 4~6장은 사도와 선지
자들의 역할, 단합의 필요성,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에브라임(EPHRAIM). 또한 몰몬경;
므낫세; 이스라엘; 요셉, 야곱의
아들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요셉과 아스낫
사이에서 난 두 번째 아들(창 41:
50~52; 46:20). 전통적인 방식과는
반대로, 에브라임이 맏아들인 므낫
세 대신에 장자의 명분의 축복을 받
았다(창 48:17~20). 에브라임은 에브
라임 지파의 시조가 되었다.
에브라임 지파: 이스라엘 중에 에브
라임에게 장자의 명분이 주어졌다
(대상 5:1~2; 렘 31:9). 후일에 그들
의 특권과 책임은 신권을 가지고, 회
복된 복음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
며,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기 위하
여 기를 드는 것이다(사 11:12~13;
니후 21:12~13). 에브라임의 자손은
후일에 북쪽 나라에서 돌아오는 사
람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교성 133:26~34).
에브라임 또는 요셉의 막대기: 에브
라임 지파 출신으로 주전 600년경
예루살렘에서 미 대륙으로 인도되었
던 무리의 기록. 이 무리의 기록은
에브라임 또는 요셉의 막대기 또는
몰몬경이라 불리운다. 이것과 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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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막대기(성경)는 주 예수 그리스
도, 그의 부활 그리고 이스라엘 집의
이 두 곳에서 행한 그의 신성한 사업
에 관해 통합된 증거를 이룬다.
에브라임의 한 가지가 꺾어져 나가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약을 기록할
것이요, 조성, 창 50:24~26, 30~31.
유다의 막대기와 요셉의 막대기가
하나가 될 것임, 겔 37:15~19. 유다
의 기록과 요셉의 기록이 함께 자랄
것임, 니후 3:12. 주께서 많은 민족에
게 말하심, 니후 29. 에브라임의 막
대기의 기록의 열쇠를 모로나이에게
맡김, 교성 27:5.

에서(ESAU). 또한 야곱, 이삭의
아들; 이삭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의
맏아들이며 야곱의 쌍둥이 형제. 두
형제는 태어날 때부터 경쟁 상대였
다(창 25:19~26). 에서의 후손인 에
돔인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인은
경쟁 국가가 되었다(창 25:23).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
지라, 창 25:33(히 12:16~17). 에서가
헷 족속의 아내들과 결혼하여 그의
부모에게 슬픔이 됨, 창 26:34~35.
야곱과 에서가 화해함, 창 33.

에스겔(EZEKIEL)

구약전서에 나오는 에스겔서를 기록
한 선지자. 그는 사독 집안 출신의
제사장이었으며 또 느부갓네살에 의
해 끌려간 유대인 포로들 가운데 하
나였다. 그는 유대인 난민들과 함께
바벨론에 정착하였으며 주전 592년

부터 570년까지 이십이 년 동안 예
언을 하였다.
에스겔서: 에스겔서는 네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1~3장은 하나님
의 한 묵시와 봉사하라는 에스겔의
부름, 4~24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
판들과 그것들이 주어지는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25~32장은 나
라들에 대한 심판들을 선포하고 있
으며 또 33~48장은 후일의 이스라엘
에 관한 시현들을 기록하고 있다.

에스더(ESTHER)

위대한 신앙의 여인이며 에스더서의
주요 인물.
에스더서: 왕비 에스더가 그녀의 백
성을 멸망에서 구한 위대한 용기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구약전서
에 나오는 책.

1~2장은 유대 여인이며 또 모르
드개라는 유대인의 입양 딸인 에스
더가 어떻게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
에 바사의 왕비로 택함을 받았는가
를 말해 주고 있다. 3장은 왕궁에서
높은 사람인 하만이 모르드개를 미
워하여 모든 유대인을 죽음에 처하
게 하라는 포고를 얻었음을 설명하
고 있다. 4~10장은 개인적으로 커다
란 위험에서 에스더가 어떻게 그녀
의 국적을 왕에게 밝히고 그 포고의
취소를 얻었는지를 말해 주고 있다.

에스라(EZRA)

유대인들 일부를 바벨론의 포로 상
태에서 예루살렘까지 데려온 구약전
서에 나오는 선지자이며 서기관(스



7~10; 느 8, 12). 주전 458년에 그는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로부터 돌아
가고 싶어하는 유대 난민을 예루살
렘으로 데려가라는 허락을 얻었다
(스 7:12~26).

에스라의 시대 이전에 제사장들
은“율법”이라고 불리우는 기록된
경전 모음을 읽는 것에 대한 거의 전
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다. 에스
라는 모든 유대인들이 경전을 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율법서”
의 공개적인 읽음은 결과적으로 유
대인들의 국가적인 생활의 중심이
되었다. 에스라의 가장 큰 가르침은
여호와의 율법을 구하고, 그것에 순
종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겠다고 결심한 그 자신의 모
범으로부터 왔을 것이다(스 7:10).
에스라서: 1~6장은 에스라가 예루살
렘에 도착하기 60년에서 80년 전까
지 일어났던 사건들－주전 537년에
있었던 고레스의 포고와 스룹바벨
아래서의 유대인들의 귀환을 기술하
고 있다. 7~10장은 에스라가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갔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그의 일행과 함께 그는 보호받
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였다. 예루
살렘에서 그들은 스룹바벨 밑에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 성약 밖의 여
인들과 결혼을 하여서 스스로를 더
럽힌 많은 유대 사람들을 발견하였
다. 에스라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러한 아내들과 이혼을 시켜서
그들을 성약 아래 있게 하였다. 그
이후의 에스라의 역사는 느헤미야서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엔다우먼트(ENDOWMENT). 또한
성전, 주의 집 참조

일반적 의미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권능의 은사. 교회의 합당한 회원은
그들이 승영을 얻기 위해 필요한 가
르침과 성신권의 성약을 주는 성전
에서의 의식들을 통하여 권능의 은
사를 받을 수 있다. 엔다우먼트는 구
원의 계획에 관한 가르침을 포함하
고 있다.
그 곳에서 너희는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받게 되리라, 교성
38:32, 38(눅 24:49; 교성 43:16). 집
한 채를 지으라, 그 집에서 내가 택
한 자들에게 권능을 부여하려고 생
각하고 있느니라, 교성 95:8. 나는 큰
엔다우먼트와 축복을 이미 예비하여
두었느니라, 교성 105:12, 18, 33. 많
은 자들이 나의 종들이 받은 그 엔다
우먼트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교성
110:9. 영광, 존귀 및 엔다우먼트는
나의 거룩한 집의 의식으로써 제정
되느니라, 교성 124:39. 아론과 같이
아버지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신권
의 열쇠를 부여받음, 교성 132:59.

엘로힘(ELOHIM). 하나님, 신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조

엘리(ELI). 또한 사무엘, 구약전서에
나오는 선지자 참조

여호와가 사무엘을 선지자로 불렀을
때의 구약전서에 나오는 제사장이며
사사(삼상 3). 여호와는 그의 아들들
의 사악함을 관대히 다룬 것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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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엘리야

그를 책망하였다(삼상 2:22~36;
3:13).

엘리사(ELISHA)

이스라엘의 북왕국의 구약전서 선지
자이며 그 나라의 여러 왕의 신뢰를
받았던 고문.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의 특
징이었던 불 같은 열정은 없었으나,
부드럽고 다정한 성격을 지녔다. 그
의 유명한 기적들은(왕하 2~5; 8) 그
가 선지자로서 엘리야를 승계하였을
때 참으로 엘리야의 권세를 받았다
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왕하 2:9~12).
예를 들어 그는 쓴 물의 근원을 고쳤
으며, 요단 강물을 갈랐으며, 과부의
기름을 몇 배로 하였으며, 죽은 자에
게서 아이를 살리고, 나병에 걸린 사
람을 낫게 했으며, 쇠도끼가 떠오르
도록 했으며, 아람 사람들의 눈을 어
둡게 했다(왕하 2~6). 그의 성역은 여
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의 통
치기간동안50년이상계속되었다.
엘리야의 겉옷을 받음, 왕하 2:13. 과
부의 기름을 늘림, 왕하 4:1~7.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
으킴, 왕하 4:18~37. 나아만을 병고
침함, 왕하 5:1~14. 아람 병사들을
어둡게 하고 또 그의 사환의 눈을 열
었음, 왕하 6:8~23.

엘리사벳(ELISABETH). 또한 침례
요한 참조

신약전서에 나오는 사가랴의 아내,
침례 요한의 어머니, 그리고 마리아
의 여자 친척(눅 1:5~60).

엘리야(ELIJAH). 또한 구원;
인봉하다, 인봉; 일라이어스 참조

후일에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
드리에게 인봉 권세의 열쇠를 부여
하기 위해 돌아왔던 구약전서에 나
오는 선지자. 그의 시대에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북왕국에서 성역을 베풀
었다(왕상 17~왕하 2). 그는 주에 대
한 큰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기
적을 일으킨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삼 년 반 동안 비가 내리는 것을 막
았다. 그는 죽은 자로부터 한 소년을
일으켰으며, 또 하늘에서 불을 불러
왔다(왕상 17~18). 유대 사람들은 그
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라기가 예언
한 것처럼(말 4:5), 여전히 그가 돌아
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유대의
유월절 명절에 초대받은 손님으로
남아 있어서, 열린 문과 빈 좌석이
항상 그를 기다리고 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엘리야가
멜기세덱 신권의 인봉 권세를 지니
고 있었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 시대
이전에 그렇게 행하였던 마지막 선
지자라고 말하였다. 그는 모세와 함
께 변형산에 나타나서 베드로, 야고
보, 그리고 요한에게 신권의 열쇠들
을 부여하였다(마 17:3). 그는 다시
모세와 다른 이들과 함께 1836년 4
월 3일에 오하이오 커틀랜드 성전에
나타나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
우드리에게 같은 열쇠들을 부여하였
다(교성 110:13~16). 이 모든 것은 말
라기 4:5~6에서 말해진 것처럼 주님
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엘리야의 권세는 땅에서 매이거
나 또는 풀린 것이 하늘에서도 매이
거나 풀리게 하는 신권의 인봉 권세
이다(교성 128:8~18). 오늘날 지상에
서 주님의 택함을 받은 종들은 이 인
봉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산 자와 죽
은 자를 위한 복음의 구원 의식들을
수행한다(교성 128:8).
하늘을 인치고 까마귀가 먹임, 왕상
17:1~7. 과부의 통의 가루와 병의 기
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명함, 왕상
17:8~16. 과부의 아들을 죽음으로부
터 일으킴, 왕상 17:17~24. 바알의
제사들을 물리침, 왕상 18:21~39. 세
미한 소리가 그에게 말을 함, 왕상
19:11~12. 불 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
라감, 왕하 2:11. 후일에 그의 돌아옴
을 말라기가 예언함, 말 4:5~6(3니
25:5). 1836년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성전에 나타나심, 교성 110:13~16.

여로보암(JEROBOAM)

구약전서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분열
된 이스라엘의 북왕국의 초대 왕이었
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의 일원이었
다. 사악한 여로보암은 유다 족속과
다윗가문에맞서는반란을이끌었다.
여로보암이 사람들을 위하여 단과
벧 엘 에 우 상 들 을 세 움 , 왕상
12:28~29.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책
망함, 왕상 14:6~16. 여로보암이 이
스라엘에 끔찍한 죄를 가져왔다고
기억됨, 왕상 15:34(왕상 12:30).

여룹바알(JERUBBAAL). 또한
기드온(구약전서)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한 후, 그에게 주어진 이
름(삿 6:32; 7:1; 9; 삼상 12:11).

여리고(JERICHO)

요단 계곡에 있는 성벽 도시로 해수
면보다 245미터 낮은 곳에 있다. 여
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을 때 건넜던
강 근처에 있다(수 2:1~3; 3:16; 6).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싸움
을 함, 수 6:1~20. 여호수아가 여리고
사람들에게 저주를 남김, 수 6:26(왕
상 16:34). 여리고는 베냐민에게 할
당된 영역 안에 있음, 수 18:11~12,
21.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의 마지막 여행에 여리고를 방문하
심, 막 10:46(눅 18:35; 19:1).

여선지자(女先知者,

PROPHETESS). 또한 예언,
예언하다 참조

예수의 증언을 받으며 계시의 영을
누리는 여인. 여선지자는 신권 또는
그 열쇠를 갖지 않는다. 경전에서 비
록 소수의 여인들만이 여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리브가, 한나, 엘
리사벳, 그리고 마리아와 같은 많은
여인들이 예언하였다.
미리암이 여선지자로 부름받음, 출
15:20. 드보라가 여선지자로 부름받
음, 삿 4:4. 훌다가 여선지자로 부름
받음, 왕하 22:14(대하 34:22). 안나
가 여선지자로 부름받음, 눅 2:36.

여인(女人, WOMAN), 여인들

(WOMEN). 또한 사람,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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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여호와

참조
성인 여성, 하나님의 딸. 여인이라는
용어는 경전에서는 때로 존경의 칭
호로서사용된다(요19:26; 앨19:10).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
고, 창 1:27(모세 2:27; 6:9; 아브
4:27). 현숙한 여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잠 31:10~31. 여자는 남
자의 영광이니라, 고전 11:7. 주 안에
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고전
11:11. 여자는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함, 딤전 2:9~10. 나 주 하나님은 여
인의 순결을 기뻐함이라, 야곱 2:28.
그대 죄는 사함을 받았고 그대는 택
함을 입은 여인이니, 교성 25. 여자
는 생계 유지를 자신의 남편에게 요
구할 권리가 있나니, 교성 83:2.

여호사밧(JEHOSHAPHAT)

구약전서에 나오는 충실한 유다 왕
(왕상 15:24; 22).

여호수아(JOSHUA). 또한 여리고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선지자, 지도자,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이스라엘 자
손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에서
태어났다(민 14:26~31). 가나안으로
보내어진 열두 첩자 중에 그와 갈렙
이 있었다. 그들만이 그 땅에 관한
좋은 보고를 하였다(민 13:8,
17~14:10). 그는 110세로 사망하였
다(수 24:29). 여호수아는 열렬한 전
사의 면모를 갖춘 선지자의 훌륭한
모범이었다.

여호수아서: 이 책은 그가 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이 책의 주요
인물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라 여
호수아서라 이름 지어졌다. 유대인
의 구전에 따르면, 예레미야가 그 이
전의 기록으로부터 여호수아서를 기
록했다고 한다. 1~12장은 가나안의
정복을 기술하고 있다. 13~24장은
그 땅을 분할하는 이스라엘의 지파
들과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고에 관
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여호수아서에서 두드러지는 두 구절
은 경전을 묵상하라는 그에게 주는
주의 명령(수 1:8)과 주께 충실하라
는 백성들에게 주는 여호수아의 호
소(수 24:15)이다.

여호와(JEHOVAH). 또한 스스로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참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약의, 또는
고유한 이름. 이 이름은“영원한 스
스로 있는 자”를 나타낸다(출 3:14;
요 8:58). 여호와는 전세의 예수 그리
스도이며 마리아의 아들로서 세상에
왔다(모사 3:8; 15:1; 3니 15:1~5). 대
체로 주라는 단어가 구약전서에 나
타날 때, 그것은 여호와를 의미한다.
여호와는 그리스도임: 고대 선지자
들에게 여호와로 알려졌다(출 6:3;
아브 1:16).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구약전서에 나오는 여호와라고 가르
쳤다(출 17:6; 고전 10:1~4). 몰몬경
에서 야렛의 형제는 전세의 그리스
도를 보았으며 또 그를 예배하였다
(이더 3:13~15). 모로나이 또한 그리



스도를 여호와라고 불렀다(모로
10:34). 커틀랜드 성전에서, 조셉 스
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부활하신
여호와를 보았다(교성 110:3~4).

역경(逆境, ADVERSITY). 또한
견디다; 박해하다, 박해;
유혹하다, 유혹; 징계하다, 징계
참조

사람이 역경－시련, 환난, 좌절－을
통해 주께 돌아섬으로써 영적 성장
과 영원한 발전으로 이어지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모든 재난
과 고통 중에서 구원하여 내심, 삼상
10:19.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
와께 부르짖으매, 시 107:6, 13, 19,
28.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을 주
시나, 네 스승은 숨기지 아니하시리
니, 사 30:20~21. 이는 모든 것에 반
대되는 것이 있음이 꼭 필요함이라,
니후 2:11. 그들이 쓴 것을 결코 갖지
아니하면 단 것을 알 수 없음이라,
교성 29:39. 네 역경과 네 고난은 잠
시뿐이리니, 교성 121:7~8. 이 모든
일은 네게 경험이 되고 네 유익이 될
줄 알라, 교성 122:5~8. 쓴 것을 맛보
게 되나니, 그리하여 그들이 선을 소
중히 여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 6:55.

역대기(歷代記, CHRONICLES)

구약전서에 있는 두 권의 책. 이 책
들은 창조에서부터 유대인이 예루살
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한 고레스의
포고까지의 사건에 관한 간략한 역
사를 제공해 주고 있다.
역대상: 1~9장은 아담에서부터 사울
까지의 계보를 열거하고 있다. 10장
은 사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다.
11~22장은 다윗의 통치와 연관된 사
건들을 살펴보고 있다. 23~27장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레위인들의 일
이 정리되어졌음을 설명하고 있다.
28장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것을 명령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29장은 다윗의 죽음을 기록하
고 있다.
역대하: 1~9장은 솔로몬의 통치와
연관된 사건들을 살펴보고 있다.
10~12장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북
방 왕국과 남방 왕국으로 나뉘이게
되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통
치에 관해 말해 주고 있다. 13~36장
은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다 왕국이
포로로 사로잡힐 때까지의 여러 왕
들의 통치를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은
포로된 유다의 자손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고레스의 포고로
끝을 맺고 있다.

194역경

연대표(年代表, CHRONOLOGY)

다음의 연대표 즉 사건들의 목록은 완전한 것이 아니며 단지 성경과 몰몬경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의 순서에 대한 이해를 독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195 연대표

초기족장시대(初期族長時代)에있었던사건(事件): (이 부분에 있었던 사건
에 대해 정확한 일자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자는 명기되지
않았다.)
주전(또는 기원전)
4000 아담이 타락함.

에녹이 성역을 베풂.
노아가 성역을 베풂. 지구가 홍수로 잠김.
바벨탑이 지어짐. 야렛인이 약속의 땅으로 여행함.
멜기세덱이 성역을 베풂.
노아가 죽음.
아브람(아브라함)이 태어남.
이삭이 태어남.
야곱이 태어남.
요셉이 태어남.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감.
요셉이 바로 앞에 나타남.
야곱(이스라엘)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감.
야곱(이스라엘)이 죽음.
요셉이 죽음.
모세가 태어남.
모세가 이스라엘의 자녀를 애굽에서 인도해 냄(출애굽).
모세가 변형됨.
여호수아가 죽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의 시대가 시작됨. 처음 사사는 옷니엘이고

마지막은사무엘임. 나머지사사들의순서나연대는매우불확실함.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음.

통일(統一) 이스라엘왕국(王國)의사건(事件):
1095 사울의 통치가 시작됨.
1063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음.
1055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됨.
1047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됨. 나단과 갓이 예언함.
1015 솔로몬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됨.
991 성전이 완성됨.
975 솔로몬이 죽음. 북방 열 지파가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하여 반역하여

이스라엘이 분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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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사건

975 여로보암이 이스라
엘의 왕이었음.

875 아합이 사마리아에
서 북방 이스라엘을
다스림; 엘리야가
예언함.

851 엘리사가 큰 기적을
행함.

792 아모스가 예언함.
790 요나와 호세아가 예

언함.

721 북방 왕국이 멸망
함; 열지파가 포로
로 잡혀감. 미가가
예언함.

유다의사건

949 애굽왕 시삭이 예루
살렘을 약탈함.

740 이사야가 예언하기
시작함. (로마가 건
국됨; 747년에 나보
나살이 바벨론의 왕
이었음; 747년에
서－734년까지 디
글랏－빌레셀 3세
가 앗수르의 왕이었
음.)

728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었음. (살만에
셀 4세가 앗수르의
왕이었음.)

642 나훔이 예언함.
628 예레미야와 스바냐

가 예언함.
609 오바댜가 예언함;

다니엘이 바벨론으
로 포로로 잡혀감.
(606년 니느웨가 함
락됨; 604년~561년
느부갓네살이 바벨
론의 왕이었음.)

몰몬경역사의사건

600 리하이가 예루살렘
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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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사건 유다의사건

598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예언함;
하박국이 예언함;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이었음.

587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

몰몬경역사의사건

588 뮬레크가 예루살렘
을 떠나 약속의 땅
으로 향함.

588 니파이인이 레이맨
인에게서 갈라짐
(588년에서 570년
사이).

유다역사의사건

537 고레스가 유대인이 바벨론에서
돌아가도 된다고 포고함.

520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함.
486 에스더가 살았음.
458 에스라가 개혁을 위임받음.
444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임

명됨.
432 말라기가 예언함.

332 알렉산더 대왕이 수리아와 애
굽을 정복함.

323 알렉산더가 죽음.
277 칠십인역, 곧 유대 경전의 그리

스어 번역이 시작됨.
167 마카비 맛다디아가 수리아에

모반함.
166 유다 마카비우스가 유대인의

지도자가 됨.
165 성전이 깨끗하게 되어 재헌납

됨. 하누카(Hanukkah, 봉헌절)
의 기원이 됨.

161 유다 마카비우스가 죽음.

몰몬경역사의사건

400 예이롬이 판을 받음.
360 옴나이가 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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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역사의사건

63 폼페이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마카비가의 예루살렘의 지배가
종식됨.

51 클레오파트라가 다스림.
41 헤롯과 바사엘이 유대의 공동

분봉왕이 됨.
37 헤롯이 예루살렘에서 지도자가

됨.
31 악티움 전투가 벌어짐.

아구스도가 주전 31년에서
주후 14년까지 로마의
황제였음.

30 클레오파트라가 죽음.
17 헤롯이 성전을 재건함.

기독교역사의사건

주후 (또는 서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30 그리스도의 성역이 시작됨.
33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

35 바울이 돌이킴.

몰몬경역사의사건

주후 또는 서기

33 
또는
34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미대륙에 나타나심.

몰몬경역사의사건

148 아빈아다이가 순교함; 앨마가
니파이인 가운데 교회를
재건함.

124 베냐민이 니파이인에게 그의
마지막 말씀을 함.

100 아들 앨마와 모사이야의
아들들이 그들의 일을 시작함.

91 판사의 통치가 니파이인
가운데 시작됨.

5 레이맨인 사무엘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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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역사의사건

45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함.
58 바울이 로마에 보내짐.
61 사도들의 행적의 역사가 끝남.
62 로마가 불에 탐. 기독교인들이

네로 치하에서 핍박을 받음.
70 기독교도들이 펠라로 물러감.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함락됨.
95 기독교도들이 도미티안에게서

핍박을 받음.

몰몬경역사의사건

385 니파이 국가가 멸망됨.
421 모로나이가 판을 숨김.

열쇠(KEYS), 신권(神權)의(OF

PRIESTHOOD). 또한 경륜의
시대; 신권; 제일회장단 참조

열쇠는 회장단의 권리 또는 지상에
서 하나님의 신권을 이끌고, 관리하
며,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에
게 준 권능이다. 회장단의 위치에 부
름 받은 신권 소유자들은 그들보다
높은 권세를 지닌 사람들로부터 열
쇠를 받는다. 신권 소유자들은 열쇠
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규정한 범
위 내에서만 신권을 사용한다. 교회
의 회장은 신권의 모든 열쇠를 지닌
다(교성 107:65~67, 91~92; 132:7).
베드로가 왕국의 열쇠들을 받음, 마
16:19. 미가엘(아담)은 예수 그리스
도의 지시 아래 구원의 열쇠들을 받
았음, 교성 78:16. 왕국의 열쇠들은
제일회장단에게 항상 속하여 있음,
교성 81:2. 멜기세덱 신권은 하나님
에 대한 지식의 열쇠를 지니느니라,
교성 84:19.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

우드리가 이스라엘의 집합, 아브라
함의 복음, 그리고 인봉 권능에 관한
열쇠들을 받았음, 교성 110:11~16.
특별한 열쇠들을 십이사도는 지님,
교성 112:16.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열쇠들을
지니고 있음, 교성 112:30~34. 신권
에 속한 역원은 열쇠들을 지님, 교성
124:123. 열쇠들을 지닌 자는 지식을
얻을 수 있음, 교성 128:11. 아론 신권
은 천사의 성역과 회개의 복음과 침
례의 열쇠들을 지니고 있나니, 조역
1:69(교성13).

열왕기(列王記, KINGS). 또한
역대기 참조

구약전서에 있는 두 책. 이 책들은
다윗 왕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야의
모반(주전 1015년경)으로부터 유다
의 마지막 포로 생활(주전 586년경)
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이 책에는 왕국의 분열에서부
터 앗수르가 그들을 북쪽 나라들로



붙잡아 데려갈 때까지의 북왕국(이
스라엘의 열 지파) 전체의 역사가 포
함되어 있다.
열왕기상. 1장은 다윗 왕의 생애의
마지막 나날을 묘사하고 있다. 2~11
장은 솔로몬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
다. 12~16장은 솔로몬의 직계 후계
자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여로보암은 이스
라엘 왕국의 분열을 일으켰다. 또한
다른 왕들이 언급되어 있다. 17~21
장은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
게 훈계할 때의 엘리야의 성역의 일
부가 기록되어 있다. 22장은 아합과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이 힘을 합하
여 아람과 치룬 전쟁을 기록하고 있
다. 선지자 미가야는 왕들에 반대되
는 예언을 하였다.
열왕기하. 1~2:11은 불 병거를 탄 엘
리야의 승천을 포함하여 엘리야의
생애를 이어서 말하고 있다. 2~9장
은 신앙과 큰 힘이 있는 엘리사의 성
역을 들려주고 있다. 10장은 예후 왕
과 그가 어떻게 아합의 집과 바알의
제사들을 멸망시켰는지를 말하고 있
다. 11~13장은 요아스의 의로운 통
치와 엘리사의 사망을 기록하고 있
다. 14~17장은 종종 사악함 속에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하였던 여러
왕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15장
은 이스라엘 열 지파들이 앗수르에
게 포로됨을 기록하고 있다. 18~20
장은 유다의 히스기야의 의로운 생
애와 선지자 이사야를 기록하고 있
다. 21~23장은 므낫세 왕과 요시야

왕에 관해 말하고 있다. 구전에 따르
면 므낫세는 이사야의 순교에 책임
이 있었다고 한다. 요시야는 유대인
들 가운데서 율법을 다시 세웠던 의
로운 왕이었다. 24~25장은 바벨론
포로생활을 기록하고 있다.

열 지파(支派)(TEN TRIBES).
이스라엘 참조

영(靈, SPIRIT). 또한 부활; 사람,
사람들; 사망, 육체적; 영혼 참조

생명체의 한 부분으로서, 현세의 출
생 이전에 존재하며, 현세 동안 육체
에 거하며, 사망 이후에는 부활 때까
지 별도로 존재하는 것. 모든 살아있
는 것－인간, 동물, 그리고 식물－은
생명의 어떤 형태가 지상에 존재하
기 이전에 영이었다(창 2:4~5; 모세
3:4~7). 영체는 육체와 비슷하게 보
인다(니전 11:11; 이더 3:15~16; 교
성 77:2; 교성 129). 영은 물질이지만
현세의 원소나 물질보다 더욱 섬세
하고 순수하다(교성 131:7).

모든 사람은 지상에서 현세의 부
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하늘의 부
모에게서 영으로 태어난, 문자 그대
로 하나님의 아들 또는 딸이다(히
12:9). 지상에 있는 각 사람은 살과
뼈로 된 육체와 함께 불멸의 영체를
갖고 있다. 때때로 경전에서 정의된
것처럼, 영체와 육체가 함께 사람을
이룬다(창 2:7; 교성 88:15; 모세 3:7,
9, 19; 아브 5:7). 영은 육체없이 살 수
있으나, 육체는 영 없이는 살 수 없다
(약 2:26). 육체적 사망이란 육체로부

200열 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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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영이 분리되는 것이다. 부활 시에
영은, 필멸의 상태로 가지고 있었던
살과 뼈로 된 그 육체와 재결합하는
데, 다음의 두 가지 차이가 있다. 이
들은 결코 다시는 분리되지 않을 것
이며, 그 육체는 불멸의 완전한 상태
가 된다(앨 11:45; 교성 138:16~17).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
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눅 24:39. 성
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
나니, 롬 8:16. 너희 몸으로 그리고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라, 고전 6:20. 이 몸은 나의 영의 몸
이니, 이더 3:16. 사람은 영이니라,
교성 93:33. 그리스도께서 낙원에서
의로운 영들에게 성역을 베푸심, 교
성 138:28~30(벧전 3:18~19). 물과
피와 영으로써 너희가 세상에 태어
났음, 모세 6:59. 그가 영인 그들 가
운데 서 계셨음이라, 아브 3:23.
악한 영들: 예수께서 많은 귀신을 내
쫓으시되, 막 1:27, 34, 39. 더러운 귀
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막
5:2~13. 악한 영은 사람에게 기도하
면 안된다고 가르침이니라, 니후
32:8.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귀신과
더러운 영들을 내어쫓고, 3니 7:19.
많은 거짓 영이 있어 세상을 속이고
있음, 교성 50:2, 31~32. 영이 하나님
에게서 왔는지 아니면 악마에게서인
지를 결정하는 세 가지 열쇠를 조셉
스미스가 설명함, 교성 129.

영(靈, SPIRIT), 거룩한(HOLY).
성신 참조

영(YOUNG), 브리검(BRIGHAM)

이 경륜의 시대에, 초기의 사도이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2
대 회장. 그는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부터 솔트레이크 계곡까지 서부로
성도들을 이끌었으며 미국 서부의
위대한 개척자였다.
브리검 영이 십이사도를 관장하는
회장으로 부름을 받음, 교성 124:127.
브리검 영은 자신의 수고에 대하여
칭찬을 받았고, 앞으로 집을 떠나 여
행하는 일을 면제받음, 교성 126. 주
께서 브리검 영에게 서부로 여행하
기 위하여 성도의 조직을 갖추는 방
법을 가르치심, 교성 136. 브리검 영
은 영계에서 택함받은 영 가운데 있
었음, 교성 138:53.

영감(靈感, INSPIRATION), 영감을

주다(INSPIRE). 또한 계시; 성신
참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신성한
인도. 영감은 종종 영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사람의생각과마음에온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왕
상 19:12. 성신이 너희에게 모든 것
을 가르치고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 14:26. 진리의 성령이 너
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
리니, 요 16:13. 나는 내가 해야 할 일
을 미리 알지 못한 채 영에 의해 이
끌렸느니라, 니전 4:6. 주의 음성이
나의 생각 속에 임하여, 이노 1:10.
선을 행하도록 하며 권유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모로 7:13~16. 내가 네 생
각에 평강을 말하지 아니하였더냐?
교성 6:23. 나는 네 생각과 네 마음에
말하리라, 교성 8:2. 나의 영이 네 마
음을 밝혀 주며, 네 영혼을 기쁨으로
채워 주리라, 교성 11:13. 네가 말하
고 기록해야 할 그것은 바로 그 순간
에 네게 주어질 것이요, 교성 24:6(교
성 84:85). 모든 것을 꿰뚫고 속삭이
며 파고드는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
이 이르시나니, 교성 85:6.

영광(榮光, GLORY). 또한 빛,
그리스도의 빛; 영광의 등급;
진리 참조

경전에서, 영광은 종종 하나님의 빛
과 진리를 지칭한다. 그것은 또한 찬
양 또는 영예를 지칭하며 영생의 어
떤 상태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칭
할 수도 있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
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사 6:3(니
후 16:3).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고후 3:18. 그가 나를 일으키사 영광
중에 그와 함께 거하게 하실 것을,
앨 36:28. 부활하여 받는 영광은 의
로움에 따라 다를 것임, 교성
76:50~119.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니
라, 교성 93:36. 하나님의 영광은 사
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니라, 모세 1:39. 나는 글로 표현
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닌 두
분을 보았다, 조역 1:17.

영광(榮光)의 등급(等級)(DEGREES

OF GLORY). 또한 달의 영광;
별의 영광; 해의 영광 참조

하늘에 있는 다른 여러 왕국. 마지막
심판 때에, 멸망의 자식인 자들을 제
외하고 각 사람은 하나의 특정한 영
광의 왕국에 있는 영원한 거처에 배
정될 것이다.
예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하심, 요 14:2(이더
12:32).해의영광이다르며달의영광
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고전
15:40~41. 바울은셋째하늘에이끌려
갔음, 고후 12:2. 영광과 영원한 형벌
이 없는 곳이 있음, 교성 76:30~38,
43~45. 영광의 세 등급이 있음, 교성
76:50~113; 88:20~32.

영생(永生, ETERNAL LIFE). 또한
면류관; 생명; 속죄하다, 속죄;
승영; 해의 영광 참조

하나님의 면전에서 가족으로서 영원
히 사는 것(교성 132:19~20, 24, 55).
영생은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가
장 큰 은사이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요
6:68.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
다, 요 17:3(교성 132:24). 믿음의 선
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딤
전 6:12. 사람들은 자유로이 자유와
영생을 택함, 니후 2:27(힐 14:31). 생
각하는 바가 영에 속한즉 영원한 생
이니라, 니후 9:39. 그때 너희는 영생
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에 있나니, 니
후 31:17~20.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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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견디는 것이 영생임, 니후 33:4(3
니 15:9). 영생을 가진 그가 부자니라,
교성 6:7(교성11:7).영생은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니
라, 교성 14:7(롬 6: 23). 의로운 자는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장차 올 세상
에서는 영생을 받으리라, 교성 59:23.
끝까지 계속하는 자들은 영생의 면류
관을 쓰게 되리라, 교성 66:12(교성
75:5).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로
서 만일 머물기를 허락 받았더라면
그것을 받아들였을 자들은 해의 왕국
의 상속자가 되리라, 교성 137:7~9.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영광이니라,
모세 1:39. 하나님은순종하는자에게
영생을주심, 모세5:11.

영옥(靈獄, SPIRIT PRISON). 지옥
참조

영원(永遠)하신 아버지(ETERNAL

FATHER). 하나님, 신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조

영원(永遠)한

생명(生命)(EVERLASTING

LIFE). 영생 참조

영원(永遠)한 성약(聖約)

(EVERLASTING COVENANT).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성약 참조

영(靈)의 세계(世界)(SPIRIT

WORLD). 낙원; 전세; 지옥 참조

영(靈)적 사망(死亡)(SPIRITUAL

DEATH). 사망, 영적 참조

영(靈)적 은사(恩賜)(SPIRITUAL

GIFTS). 은사, 영의 참조

영(靈)적 창조(創造)(SPIRIT

CREATION). 또한 사람, 사람들;
창조하다, 창조 참조

주는 만물을 물질적으로 창조하기
이전에 그들을 영적으로 창조하셨다
(모세 3:5).
주께서 초목이 지상에 있기 전에 그
것들을만드심, 창 2:4~6(아브5:5).내
영의 권능으로 내가 만물을 창조하였
나니, 먼저는 영적인 것이요, 다음은
현세적인 것이니, 교성 29:31~32. 현
세적인 것은 영적인 것과 같은 모양
을 하고 있음, 교성 77:2. 내가 세상을
만들었고 사람이 육으로 있기 전에
그들을지었느니라, 모세6:51.

영혼(靈魂, SOUL). 또한 몸; 영 참조
경전은 영혼에 관해 세 가지로 말하
고 있다. ⑴ 전세와 내세의 영적 존
재(앨 40:11~14; 아브 3:23) ⑵ 현세
에서의 영과 육의 결합체(아브 5:7)
⑶ 영과 육이 떨어질 수 없게 결합된
불멸의 부활한 사람(앨 40:23; 교성
88:15~16).
피가 영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레
17:11.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시
23:3.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
님을 사랑하라, 마 22:37(막 12:30).
악마가 그들의 영혼을 속여, 니후
28:21. 너희의 온 영혼을 그에게 예
물로 드리라, 옴 1:26. 말씀이 내 영
혼을 크게 하기 시작함이라, 앨
32:28. 그의 영혼이 결코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3니 20:8. 성찬



의 빵과 물은 그것을 취하는 이의 영
혼을 위하여 성결하게 됨, 모로
4~5(교성 20:77~79). 왕국에서 수고
하는 자들은 그들의 봉사를 통하여
그들 영혼에 구원을 가져옴, 교성
4:2, 4. 영혼의 가치가 큼, 교성 18:10.
물과 피와 영으로써 너희가 세상에
태어나, 그와 같이 생령이 되었나니,
모세 6:59.
영혼의 가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자녀이다. 그는 그의 자녀 각각
을 보살피고 각 개인을 중요하게 여
긴다. 그들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될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커다란 가치를 지
닌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기쁨이 됨,
눅 15:10.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
3:16. 어느 사람의 영혼이라도 멸망
한다는 것을 그들이 견딜 수 없었음
이라, 모사 28:3. 이때의 영혼이 그가
오실 때의 영혼만큼이나 하나님께
귀하지 아니하냐, 앨 39:17. 네게 가
장 값이 있을 일은 영혼들을 나에게
로 데려오는 것이니라, 교성 15:6. 영
혼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큼을
기억하라, 교성 18:10~15.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것－이것
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
라, 모세 1:39.

예레미야(JEREMIAH). 또한
예레미야애가 참조

제사장의 가정에 태어났고 주전

626~586년에 유다에서 예언하였던
구약전서에 나오는 선지자. 그는 다
른 위대한 선지자들, 리하이, 에스
겔, 호세아, 그리고 다니엘과 비슷한
시대에 살았다.

예레미야는 전세에서 선지자로
성임되었다(렘 1:4~5). 선지자로서
대략 사십 년 동안 그는 유대 백성들
가운데서 우상 숭배와 부도덕에 대
적하도록 가르쳤다(렘 3:1~5;
7:8~10). 그는 계속적인 반대와 모욕
에 직면해야 했다(렘 20:2; 36:18~19;
38:4). 예루살렘 함락 후, 애굽으로
탈출한 유대인들이 예레미야를 데리
고 갔고(렘 43:5~6), 구전에 따르면
그 곳에서 돌로 쳐 죽였다고 한다.
예레미야서: 1~6장은 요시야의 통치
동안에 주어진 예언들을 담고 있다.
7~20장은 여호야김의 시대 동안의
예언들이다. 21~38장은 시드기야의
통치를 다루고 있다. 39~44장은 예
루살렘의 함락 이후의 예언들이 실
려 있으며 역사적 사건들이 기술되
어 있다. 45장은 그의 서기 바룩의
생명이 보전될 것이라는, 바룩에게
주는 약속이 실려 있다. 마지막으로
46~51장은 외국에 대적하는 예언들
이다. 52장은 역사적 결론이다. 예레
미야의 예언들 가운데 일부는 니파
이가 가져온 라반의 놋쇠판에 실려
있었다(니전 5:10~13). 예레미야는
또한 몰몬경에 두 번 언급되어 있다
(니전 7:14; 힐 8:20).

예레미야서는 또한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으니, 사람의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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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재와 예레미야의 예임에 대한
인지(렘 1:4~5), 이스라엘의 분산 상
태에서 귀환하는 것에 대한 예언인,
성읍 중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
을 모아 시온, 즉 이스라엘과 유다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기쁨
이 넘친 땅에 이르게 하는 것(렘
3:12~19), 그리고 그들을 찾기 위해
많은“어부”와“포수”를 보내어 북
방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집합시키는
주에 대한 예언(렘 16:14~21) 등이
들어 있다. 후일에 있을 이 사건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것보다 그 비중이 클 것이다(렘
16:13~15; 23:8).

예레미야애가(哀歌)(BOOK OF

LAMENTATIONS)

예레미야가 기록한 구약전서의 책.
이 책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국가
의 함락 때문에 생긴 비통의 시 또는
노래의 모음이다. 이 책은 주전 586
년경 그 도시의 함락 이후에 기록되
었다.

예루살렘(JERUSALEM)

현대 이스라엘에 있는 도시. 이 도시
는 성경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도
시이다. 그리스도인, 유대인, 회교도
의 가장 성스러운 장소 중의 일부가
이 도시에 있으며 많은 충실하게 믿
는 자들이 정규적으로 방문을 한다.
종종 이 도시는 거룩한 성으로 일컬
어진다.

한때는 살렘으로 알려졌던(창
14:18; 시 76:2) 예루살렘은 다윗에

게 함락되어 그의 수도가 될 때까지
는 여부스 족에 속한 도시였다(수
10:1; 15:8; 삼하 5:6~7). 그 이후로
해수면보다 800미터 높은 곳에 있는
이 곳은 주로 산지의 요새 역할을 하
였다. 이 도시는 북쪽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이 깊은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은 왕으로 재
임하는 기간 동안 그는 나무로 지은
왕궁에 거처하였다. 그러나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 사람들은 왕궁과 성
전의 건축을 포함하여 그 도시를 아
름답게하기위해많은일을하였다.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으로
나뉘어진 후에,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로 남았다. 이 도시는 침략군에
의해 종종 공격을 받았다(왕상
14:25; 왕하 14:13; 16:5; 18~19;
24:10; 25). 히스기야 왕 아래서, 예
루살렘은 종교 예배의 중심지가 되
었으나, 주전 320년, 168년, 65년에
부분적으로 파괴되었다. 헤롯이 성
벽과 성전을 재건축하였으나, 서기
70년에 로마 사람들은 이 도시를 완
전히 파괴하였다.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었음, 창
14:18(히 7:2). 이사야가 예루살렘이
그 아름다운 옷을 입을 것을 외침, 사
52:1.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부터 나올 것임이라, 미 4:2. 그리스
도가 예루살렘의 운명을 탄식함, 마
23:37~39(눅 13:34). 예루살렘은 살
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임, 히 12:22.
회개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은 멸망되



리라, 니전 1:4, 13, 18(니후 1:4; 힐
8:20). 멸망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에
다시 백성이 거하게 됨, 3니 20:46.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져야 함, 이더
13:5.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관하
여 백성에게 경고했던 것같이 후기
성도에게 경고하심, 교성 5:20. 유다
에 속한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도망
할지어다, 교성 133:13. 주께서 예루
살렘에서 말씀하리니, 교성 133:21.

예루살렘(JERUSALEM), 새(NEW).
새 예루살렘; 시온 참조

예배(禮拜, WORSHIP). 또한
하나님, 신회 참조

하나님에대한사랑, 경건, 섬김, 그리
고 헌신(교성 20:19). 예배는 기도, 금
식, 교회 봉사, 복음 의식에의 참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보이는여타의행위를포함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
지 말라, 출 20:3(출 32:1~8, 19~35;
시 81:9). 아버지를 영과 진리로 예배
하라, 요 4:23.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 를 경 배 하 라 , 계 14:7(교 성
133:38~39). 너희의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그를 예배하여야 하나
니, 니후 25:29.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경
배하였으며, 야곱 4:5. 지노스는 사람
은 어느 곳에서나 기도하고 예배해
야 한다고 가르쳤음, 앨 33:3~11. 어
느 곳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을 예배하고, 앨 34:38. 백성들이 예
수의 발에 엎드려 그를 경배하였느

니라, 3니 11:17. 모든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예배해야 함,
교성 20:29.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
게 주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예배할 것을 깨달아 알게 하며 무엇
을 예배하는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라, 교성 93:19. 이 한 하나님만을 내
가 경배할 것임이니, 모세 1:12~20.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특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신개 1:11.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
또한 골고다; 구속의 계획;
구속주; 구속하다, 구속받은,
구속; 구원자; 구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길; 낳은; 놋뱀;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메시야;
모퉁잇돌; 무궁; 반석;
변형－그리스도의 변형; 변호자;
보혜사; 복음서; 부활; 빛,
그리스도의 빛; 산상수훈; 생명의
떡; 생수; 선한 목자; 성찬;
속죄하다, 속죄; 스스로 있는 자;
승천; 신랑; 신앙; 십자가;
십자가에 달림; 아담과 이브의
타락; 알파와 오메가; 양심;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오메가; 은혜; 인자; 임마누엘;
장자; 죄 사함; 주; 중보자;
창조하다, 창조; 태초; 피; 하나님,
신회; 하나님의 어린 양;
회개하다, 회개; 희생 참조

그리스도(그리스어) 및 메시야(히브
리어)는“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
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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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장자이다(히 1:6; 교성
93:21). 그는 육으로는 아버지의 독
생자이다(요 1:14; 3:16). 그는 여호
와이며(교성 110:3~4) 세상이 창조
되기 이전에 그의 위대한 부름에 예
임되었다. 아버지의 지시 아래, 예수
는 지구와 그 위의 모든 것을 창조하
였다(요 1:3, 14; 모세 1:31~33). 그는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서, 죄 없는 생애를 살았으며, 그의
피 흘리심과 십자가 위에서 그의 생
명을 바침으로써 온 인류의 죄를 위
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다(마 2:1;
니전 11:13~33; 3니 27:13~16; 교성
76:40~42). 그는 죽은 자로부터 일어
났으며, 온 인류의 궁극적인 부활을
분명히 하였다. 예수의 속죄와 부활
을 통하여,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
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자는 예수 그
리고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
다(니후 9:10~12; 21~22; 교성
76:50~53, 62).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상에 태어
난 가장 위대한 존재이다. 그의 생애
는 온 인류가 살아야 할 방법의 완전
한 모범이다. 모든 기도, 축복, 그리
고 신권 의식이 그의 이름으로 행해
져야 한다. 그는 주의 주, 만왕의 왕,
창조주, 구주, 그리고 온 땅의 하나
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천년 동안 지
구를 통치하기 위해 권세와 영광으
로 다시 올 것이다. 마지막 날, 그는
온 인 류 를 심 판 할 것 이 다 (앨
11:40~41; 조마 1).

그의생애의요약(사건순):예수의 탄
생과 사명이 예고됨, 눅 1:26~38(사
7:14; 9:6~7; 니전 11). 태어나심, 눅
2:1~7(마 1:18~25). 할례받으심, 눅
2:21. 성전에서바쳐지심, 눅 2:22~38.
박사들의 방문을 받으심, 마 2:1~12.
요셉과 마리아가 그를 데리고 애굽으
로 피신함, 마 2:13~18. 나사렛으로
오게 됨, 마 2:19~23. 열두 살에 성전
을 방문하심, 눅 2:41~50. 형제들과
자매들이 있음, 마 13:55~56(막 6:3).
침례를 받으심, 마 3:13~17(막
1:9~11; 눅 3:21~22). 악마에게서 유
혹을 받으심, 마 4:1~11(막 1:12~13;
눅4:1~13).그의제자들을부르심, 마
4:18~22(마 9:9; 막 1:16~20; 2:13~14;
눅 5:1~11, 27~28; 6:12~16; 요
1:35~51). 십이사도를 부르고 권능을
주심, 마 10:1~4(막 3:13~19; 눅
6:12~16). 산상수훈을 주심, 마 5~7.
그 자신의 사망과 부활을 예고하심,
마 16:21(마 17:22~23; 20:17~19; 막
8:31; 9:30~32; 10:32~34; 눅 9:22;
18:31~34). 변형되심, 마 17:1~9(막
9:2~8; 눅 9:28~36). 칠십인을 보내심,
눅 10:1~20. 예루살렘으로 그의 승리
의 입성을 하심, 마 21:1~11(막
11:1~11; 눅 19:29~40; 요 12:12~15).
성찬을 제정하심, 마 26:26~29(막
14:22~25; 눅 22:19~20). 겟세마네에
서 고난을 받으시고 기도하심, 마
26:36~46(막 14:32~42; 눅 22:39~46).
배반당하시고, 잡혀서, 버려지심, 마
26:47~56(막 14:43~53; 눅 22:47~54;
요 18:2~13). 십자가에 못 박히심, 마



27:31~54(막 15:20~41; 눅 23:26~28,
32~49; 요 19:16~30). 부활하심, 마
28:1~8(막 16:1~8; 눅 24:1~12; 요
20:1~10). 부활 후에 나타나심, 마
28:9~20(막 16:9~18; 눅 24:13~48; 요
20:11~31; 행 1:3~8; 고전 15:5~8). 승
천하심, 막 16:19~20(눅 24:51~53; 행
1:9~12).니파이인에게나타나심, 3니
11:1~17(3니 11~26). 조셉 스미스에
게나타나심, 조역1:15~20.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 엡 5:23(엡 1:22; 4:15).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골 1:18. 이는
내 교회라, 모사 26:22(모사 27:13).
그리스도는 그들의 신앙의 창시자이
며 완성자임, 모로 6:1~4. 이 교회를
내가 세웠고, 교성 33:5(3니 27:3~8).
권세: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사 9:6(니후 19:6). 예수께서 권위있
는 자와 같이 가르침, 마 7:28~29(막
1:22).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마 9:6.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들에게 권위로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막 1:27(눅 4:33~36).
예수께서 열둘을 세우셨으니 권능을
가 지 게 하 려 하 심 이 러 라 , 막
3:14~15. 예수의 말씀이 권위가 있음
이러라, 눅 4:32.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 5:22,
27.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
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행 10:38. 그
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벧전 1:20(이더 3:14). 그
리스도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
졌노니, 계 1:18. 만인은 그리스도에

게 복종하게 됨, 니후 9:5.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아버지, 태초로부터 만물을 창조하
신 자이심, 힐 14:12. 그리스도는 아
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왔고 그의
뜻을 행하느니라, 교성 19:24. 예수
는 아버지의 영광의 충만함을 받으
셨고 모든 권능을 받으셨으며, 교성
93:3~4, 16~17(요 3:35~36).
그리스도의 복천년 통치: 그의 어깨
에는 정사를 메었고, 사 9:6(니후
19:6).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와서 네
가 운 데 에 머 물 것 임 이 라 , 슥
2:10~12(슥 14:9). 하나님께서 그 조
상 다윗의 왕위를 예수에게 주시리
니, 눅 1:30~33. 그리스도께서 세세
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계 11:15.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 계 20:4(교성
76:63). 백성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사탄이 아무 권능도 갖지 못하나니,
니전 22:26(계 20:1~3). 나는 천년 동
안 사람과 더불어 의롭게 거하리니,
교성 29:11(교성 43:29~30). 다스릴
권한을 가진 그가 다스리기까지는
현존하는 권세에 복종하라, 교성
58:22(고전 15:25). 그리스도께서 친
히 지상에서 다스리실 것임, 신개
1:10(사 32:1).
그리스도의 예표 또는 상징들: 아벨
이 그의 양의 첫 새끼를 드렸더니,
창 4:4(모세 5:20). 네 아들 이삭을 데
리고 가서 그를 제물로 드리라, 창
22:1~13(야곱 4:5). 여호와께서 이스
라엘 자손들에게 흠없는 어린 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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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로 드릴 것을 명령하셨음, 출
12:5, 21, 46(민 9:12; 요 1:29; 19:33;
벧전 1:19; 계 5:6).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출 16:2~15(요 6:51).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
시리라, 출 17:6(요 4:6~14; 고전
10:1~4).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레 16:20~22(사 53:11; 모사
14:11; 15:6~9). 모세가 놋뱀을 바라
보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놋뱀을
들어올림, 민 21:8~9(요 3:14~15; 앨
33:19; 힐 8:14~15). 요나가 삼 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욘 1:17(마
12:40). 이 일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이니라, 모세 5:4~8.
그리스도의 필멸 이전의 존재: 여호
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창
12:7(창 17:1; 18:1; 아브 2:6~8). 여
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
며, 출 33:11(신 34:10; 모세 1:1~2).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암 9:1.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
께 계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
리 가운데 거하시매, 요 1:1, 14(요1
1:1~3).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
가 있었느니라, 요 8:58.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
써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 17:5.
이사야는 나와 나의 동생 야곱이 나
의 구속주를 본 것같이 진실로 그를
보았음, 니후 11:2~3. 내일은 내가
세상에 와서, 3니 1:12~14. 그리스도
께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계셨
음, 3니 26:5(요 6:62). 내가 네게 나

타난 것처럼 장차 나의 백성에게 육
신으로 나타나리라, 이더 3:14~17.
에녹이 주를 뵈었고 주와 동행하였
으며, 교성 107:48~49. 태초부터 나
의 사랑하는 자요, 택한 자였던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모세 4:2.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시
니, 인자 같으신 이가 대답하되, 내
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아
브 3:27.
그리스도의 필멸 이후의 나타남: 예
수께서 살아나신 후 마리아에게 먼
저 보이시니, 막 16:9(요 20:11~18).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와 걸으시고 또 이야기함, 눅
24:13~34. 예수께서사도들에게나타
나시니 그들이 그의 손과 발을 만져
봄, 눅 24:36~43(요 20:19~20). 예수
께 서 도 마 에 게 나 타 나 심 , 요
20:24~29. 예수께서디베랴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요 21:1~14.
예수께서 그의 부활 후에 사십 일 동
안 성역을 베푸심, 행 1:2~3. 스데반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봄, 행 7:55~56. 예수께서 사울
에게 나타나심, 행 9:1~8(조성, 행
9:7; 행 26:9~17). 그리스도께서 오백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이셨음, 고
전 15:3~8.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을 니파이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
심, 3니 11:1~17. 이천오백 명이 예수
를 보고 그의 말씀을 들음, 3니
17:16~25. 몰몬이 주님의 방문을 받
음, 몰 1:15.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
그돈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



를 봄, 교성 76:22~23.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커틀랜드 성전에
서 주를 봄, 교성 110:1~4. 조셉 스미
스가예수를봄, 조역 1:15~17.
심판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
여, 시 9:8(3니 27:16).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시 96:13.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전
3:17.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사 2:4(미 4:3; 니후 12:4). 공의로 가
난한 자를 심판하며, 사 11:2~4. 아버
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
으니, 요 5:22.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요 8:16. 그는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하
나님이 정하셨음, 행 10:42(딤후 4:1).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롬 2:16.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롬 14:10(고후 5:10; 앨
12:12; 몰 3:20; 7:6; 이더 12:38; 교성
135:5). 만인이 하나님께 나아오나니
그의 안에 있는 진리와 거룩함을 따
라 그에게 심판을 받으리라, 니후
2:10. 하나님 앞에 서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음, 앨 5:15(앨 12:15; 33:22;
3니 27:14).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만
민의심판자이심, 교성 76:68.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행 18:5. 악귀조차도 그들이 예수를
알고 있다고 증언함, 행 19:15. 성신
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전 12:3.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리라,
빌 2:10~11.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
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
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며, 니후
25:26. 몰몬경은 유대인들과 이방인
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
시킴, 니후 26:12(몰몬경 표제지). 선
지자들과 경전들은 그리스도를 증거
함, 야곱 7:11, 19. 선지자들과 사도
들이 기록한 이 예수를 구하라, 이더
12:41. 우리가 그를 보았고 또 그는
독생자라 증거하는 음성을 들었음이
니, 교성 76:20~24. 영생은 이것이
니,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
는 것이니라, 교성 132:24. 우리는 영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신개 1:1.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상에서
다스리실 것을 믿는다, 신개 1:10.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내가 너희에
게 본을 보였노라, 요 13:15.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 14:6. 그
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
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벧전
2:21. 사람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
들의 본을 따르지 아니할진대 구원
받을 수 없도다, 니후 31:16. 나는 원
하노니 내가 온전한 것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3니 12:48. 이를 너희는 항
상 지켜 행하되, 내가 행한 것같이, 3
니 18:6.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
라, 3니 18:16. 너희가 본 바, 나의 하
는 일 그것을 너희도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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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라, 3니 27:21, 27. 예수 그리스
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는 그와 같이
되리라, 모로 7:48.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여호와의 영
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출 40:34~38.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사
6:3(니후 16:3).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사 60:1~2. 인
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리니, 마
16:27.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
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
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
17:5.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반
드시 큰 영광으로 다스려야 함, 니전
22:24. 우리가 그의 영광에 대한 소
망을 가졌음을, 야곱 4:4.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 중에 오시느니라, 앨
5:50. 태초로부터 예수께서 자기의
영광 중에 오실 때까지의 모든 일을
설명하셨으니, 3니 26:3. 나의 사도
들은 나와 같은 영광의 옷을 입고 서
리니, 교성 29:12(교성 45:44). 우리
는 아버지의 우편에 계시는 아들의
영광을 보았고, 교성 76:19~23. 요한
은 나의 영광의 충만함을 보고 증언
하였으니, 교성 93:6(요 1:14). 그의
얼굴은 해보다 더 밝게 빛나고, 교성
110:3.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있었고
나는 주의 얼굴을 뵈었나니, 모세
1:1~11. 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
의 영광이니라, 모세 1:39.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짊
어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음이라, 행 4:12(니후
31:21).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을 기뻐하면서, 행 5:38~42. 그의 계
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
스도의 이름을 믿고, 요1 3:23. 너희
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
려 함을 침례로써 증거하라, 니후
31:13. 나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기를 바라노라, 모사
5:6~12(모사 1:11). 누구든지 그리스
도의 이름을 받들고자 하는 자는 하
나님의 교회에 가입하였으며, 모사
25:23. 무릇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졌나
니, 앨 46:15. 하늘의 문은 예수 그리
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열려
있음, 힐 3:28. 마지막 날에 나의 이
름에 충실한 자로 밝혀진 그는 복이
있나니, 이더 4:19. 저희가 기꺼이 아
들의 이름을 받들어, 모로 4:3(교성
20:77). 너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교성 18:21~25.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망에 관
한 예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
을 것이요, 사 7:14(니전 11:13~20).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가 나올 것이라, 미 5:2. 레이맨인 사
무엘이 한 낮과 한 밤과 빛이 있는
하루 및 새 별과 그리고 다른 표적들
을 예언함, 힐 14:2~6. 레이맨인 사
무엘이 어둠, 천둥과 번개, 그리고
땅의 진동을 예언함, 힐 14:20~27.
예수 탄생의 표적들이 성취됨, 3니
1:15~21. 예수 사망의 표적들이 성취
됨, 3니 8:5~23.

예수 그리스도 교회(敎會,



CHURCH OF JESUS

CHRIST). 또한 교회, 이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교회,
참된 교회의 표적; 성도;
하나님의 왕국 또는 천국; 회복,
복음의 참조

침례와 확인으로 자신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진 믿는 자
들의 조직체.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
서는, 주의 교회여야만 하며, 그의
권세, 가르침, 율법, 의식, 그리고 이
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가 임명한 대표자를 통해 그에 의해
다스려져야만 한다.
주께서 날마다 교회에 더하게 하시
니라, 행 2:47. 우리, 많은 사람이 그
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롬
12:5.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고전 12:13. 교
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음, 엡 2:19~20. 사도
들과 선지자들이 교회에 필수적임,
엡 4:11~16.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
리되심, 엡 5:23. 교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참으로 한 교
회였나니, 모사 25:19~22. 교회가 깨
끗하게 되고 질서가 잡힘, 앨 6:1~6.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의 이름으로
일컬어져야 함, 3니 27:8. 교회는 금
식하고 기도하며 말하기 위하여 자
주 함께 모였느니라, 모로 6:5. 이 교
회는 유일한 참되고 살아있는 교회
임, 교성 1:30.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났음, 교성 20:1. 주
는 자기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

기 종들을 부르심, 교성 39:13. 마지
막 날에 나의 교회는 이같이 일컬어
질 것임이니라. 교성 115:4.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後期 聖徒)

교회(敎會)(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THE).
또한 교회, 이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교회, 참된 교회의 표적;
회복, 복음의 참조

다른 경륜의 시대에 있었던 교회와
구별하기 위하여 후일에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어진 이름(교성 115:3~4).
주께서 후기 성도 위에 지식을 부어
내려 주실 것임, 교성 121:33. 조셉
스미스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선지자요 선견자임, 교성
127:12. 후기 성도를 위한 주의 큰 날
이 가까웠도다, 교성 128:21, 24. 조
셉 스미스는 후기 성도들의 집합을
도왔음, 교성 135:3. 후기 성도들은
미합중국의 서부 지역으로의 여행을
위해 여러 부대로 편제를 갖추어야
함, 교성 136:2. 후기 성도들을 위한
결혼의 율법이 명기됨, 선1. 신권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합
당한 모든 남성 회원에게 주어짐, 선
2. 모든 후기 성도에게 주는 첫번째
시현의 기사, 조역 1:1.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再臨)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또한 곡; 마곡;
아마겟돈; 예수 그리스도; 표적,
시대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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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천년이 시작될 때, 그리스도가 지
상에 돌아올 것이다. 이 사건은 이
지구의 필멸의 시험의 기간이 끝남
을 나타낼 것이다. 사악한 자들은 지
상에서 제거될 것이며, 의로운 자들
은 지구가 정결케 되는 동안 구름 속
에 끌어 올려질 것이다. 그리스도께
서 두 번째로 올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반면에, 그는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말해 주는 표적을 우리
에게 주어 살펴보도록 하였다(마 24;
조마 1).
내가 알기에는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 19:25. 내게 모든 무
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사 45:23(교성 88:104).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단 7:13(마 26:64;
눅 21:25~28). 그들이 그 찌른 바 그
를 바라보고, 슥 12:10. 어떤 사람이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슥 13:6(교성 45:51). 그
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리
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
을 것이라, 말 3:2(3니 24:2; 교성
128:24).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리니, 마 16:27(마 25:31).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
지만 아시느니라, 마 24:36(교성
49:7; 조마 1:38~48). 이 예수는 하늘
로 올라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행 1:11.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
림하시리니, 살전 4:16. 주의 날이 도
둑 같이 오리니, 벧후 3:10.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
나니, 유 1:14. 그가 구름을 타고 오

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계 1:7. 예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서실 것임, 3니 27:14~18. 너희는 대
비하라, 너희는 대비하라, 이는 주께
서 가까우심이니라, 교성 1:12. 나는
권능으로 하늘에서 나 자신을 나타
내어 천 년 동안 지상에서 의롭게 거
하리니, 교성 29:9~12. 네 음성을 높
여 회개를 외쳐 주의 재림을 위하여
그의 길을 예비하라, 교성 34:5~12.
나는 예수 그리스도니라, 내가 나의
성전에 홀연히 오리라, 교성 36:8(교
성 133:2). 너희가 나를 보고 내가 존
재함을 알게 될 날이 곧 이르나니,
교성 38:8. 나를 경외하는 자는 인자
가 오는 징조를 기다리리라, 교성
45:39. 주의 얼굴이 드러나리라, 교
성 88:95.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
까이 이르렀음, 교성 110:16. 구주께
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는 그를 계신
그대로 보게 되리라, 교성 130:1. 구
주는 자기 백성 한가운데 서서 다스
리리라, 교성 133:25. 물들인 옷을 입
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내려
오는 이가 누구냐, 교성 133:46(사
63:1).

예언(豫言, PROPHECY),

예언하다(PROPHESY). 또한
계시; 선견자; 선지자; 여선지자
참조

예언은 영감받은 신성한 말씀 또는
기록으로 이루어지며, 사람은 이를
성신으로부터 계시를 통하여 받는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계
19:10). 예언은 과거, 현재, 미래와 관



련이있다. 사람이예언할때, 그는그
자신의 유익 또는 다른 사람의 유익
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알기
원하는 것을 말하거나 또는 기록한
다. 각 개인은 그들 자신의 삶을 위하
여예언또는계시를받을수가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백성이 다 선
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민
11:29.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
할 것이며, 욜 2:28(행 2:17~18).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
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암 3:7.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이 풀 것이 아니니, 벧후 1:20. 니파
이인들에게 많은 계시와 예언의 영
이 있어, 야곱 4:6, 13. 앨마와 앰율레
크는 예언의 영에 의해 지에즈롬의
마음의 의도를 알고 있었음, 앨 12:7.
주께서 더 이상 예언으로 일하시지
않는다고 말할 자에게 화 있도다! 3
니 29:6. 이사야의 예언을 상고하라,
몰 8:23. 예언은 이루어질 것임이니
라, 교성 1:37~38. 사람이 예언에 의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아야
함, 신개 1:5.

예이롬(JAROM)

몰몬경에서, 이노스의 아들이며 리
하이의 증손자. 그는 주전 420~361
년까지 육십 년 동안 니파이 백성의
기록을 기록하였다(이노 1:25; 예이
1:13). 그는 역사 기록에 너무 많이
쓰지 않기로 결심한 충실한 사람이
었다(예이 1:2).
예이롬서: 몰몬경에서 이 책에는 단

지 열다섯 구절만이 있다. 예이롬은
니파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생활하고 또 그리스도
의 오심을 고대하였다고 기록하였
다. 그들은 신앙이 있는 강력한 왕들
에 의해 인도되었으며, 그들이 선지
자들과 제사들, 그리고 교사들에게
귀를 기울일 때 그들은 번성하였다.

예임(豫任, FOREORDINATION).
또한 전세 참조

하나님의 용감한 영의 자녀들이 현
세의 삶에서 특정한 사명을 성취하
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세에서 성임
하심.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
도다, 신 32:8. 내가 너를 모태에 짓
기 전에 너를 선지자로 세웠음, 렘
1:5.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대를 정하
셨음, 행 17:26.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롬
8:28~30.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엡 1:3~4. 예수 그리
스도는 구속자로 미리 알린 바 되었
음, 벧전 1:19~20(계 13:8). 그들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부
름을 받고 예비되었나니, 앨 13:1~9.
내가 태초에 택함을 받은 고귀하고
위대한 자들을 봄, 교성 138:55~56.
나의 사랑하는 아들은 태초부터 택
함을 받았음, 모세 4:2. 아브라함은
그가 태어나기 전에 택함을 받았음,
아브 3:23.

예정(豫定, PREDESTINATION).
예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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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지(叡智, INTELLIGENCE),

예지들(INTELLIGENCES). 또한
빛, 그리스도의 빛; 영; 진리 참조

예지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⑴ 그것은 우주에 있는 모든 것에 생
명과 빛을 주는 진리의 빛이다. 그것
은 항상 존재한다. ⑵ 예지라는 단어
는 또한 하나님의 영의 자녀를 지칭
할 수도 있다. ⑶ 경전은 또한 우리
가 영의 자녀로 태어나기 전에 존재
하였던 영적 원소를 지칭하는 예지
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예지는 예지와 결합하며, 교성
88:40. 예지는 창조되거나 지음을 받
지 아니하였나니, 교성 93:29. 모든
예지는 하나님이 놓아두신 영역 안
에서 독립되어 있음, 교성 93:30. 하
나님의 영광은 예지니라, 교성
93:36~37. 이 생에서 얻는 예지는 부
활 때에 우리와 함께 일어나니라, 교
성 130:18~19. 주께서 모든 예지를
다스리심, 아브 3:21. 주께서 아브라
함에게 세상이 있기 전에 조직된 예
지들을 보여 주셨고, 아브 3:22.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ANCIENT

OF DAYS). 아담 참조

오메가(OMEGA). 알파와 오메가;
예수 그리스도 참조

오바댜(OBADIAH)

에돔의 운명을 예고한 구약전서에
나오는 선지자. 그는 아마도 여호람
의 통치 동안(주전 848~844년) 또는
주전 586년의 바벨론의 침입 동안

예언을 하였을 것이다.
오바댜서: 구약전서에 있는 책. 이것
은 한 장으로만 되어 있다. 그 안에
오바댜는 에돔의 몰락에 관해 기록
하였고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서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오벳(OBED). 또한 룻; 보아스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의
아들이며 다윗 왕의 아버지가 된 이
새의 아버지(룻 4:13~17, 21~22).

오순절(五旬節, PENTECOST).
또한 모세의 율법 참조

모세 율법의 일부로서, 오순절 또는
초실절은 유월절 이후 오십일 만에
열렸다(레 23:16). 오순절은 수확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으며 구약전서에
서 그것은 맥추절 또는 칠칠절로 불
리웠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성
신으로 충만하여 방언으로 말했던
때가 바로 이 명절이었다(행 2; 교성
109:36~37).

온유(溫柔)한(MEEK),

온유(MEEKNESS). 또한 겸손한,
겸손; 상한 마음; 인내 참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
로우며, 겸손하고, 가르침을 잘 들으
며, 인내하는 것. 온유한 자는 복음
의 가르침을 기꺼이 따른다.
모세는 온유함이 더 하더라, 민 12:3.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시
37:11(마 5:5; 3니 12:5; 교성 88:17).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
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습



2:3(딤전 6:11). 나는 마음이 온유하
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마 11:29.
온유는 영의 열매임, 갈 5:22~23. 주
의 종은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
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
로 훈계할지니, 딤후 2:24~25. 온유
하고 안정한 심령은 하나님 앞에 값
진 것이니라, 벧전 3:4. 육에 속한 사
람을 벗어 버리고 온유하게 되라, 모
사 3:19(앨 13:27~28).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온유하게 될 것을 가르치
라고 힐라맨에게 명하심, 앨 37:33.
주의 은혜가 온유한 자에게는 족하
니, 이더 12:26. 너희의 온유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
앙을 가지고 있음, 모로 7:39. 온유하
며 마음이 겸손한 자가 아니면 아무
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아니
함이라, 모로 7:44. 죄 사함은 온유함
을 가져오며, 온유함으로 인하여 성
신의 방문이 임하는 것이라, 모로
8:26. 나의 영의 온유함으로 걸으라,
교성 19:23. 온유함으로 네 집을 다
스리며, 교성 31:9. 신권의 권세와 영
향력은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유지될
수 있음, 교성 121:41.

옴나이(OMNI)

몰몬경에 나오는 주전 361년경의 니
파이인 기록자(예이 1:15; 옴 1:1~3).
옴나이서: 니파이의 작은 판에서 번
역된 몰몬경의 책. 이 책은 단 한 장
으로 되어 있으며, 니파이인과 레이
맨인 사이의 전쟁에 관한 기사가 실
려 있다. 옴나이는 이 책의 처음 세
구절을 기록하였다. 판은 그 이후에

애메이론, 케미시, 아빈아돔, 그리고
아맬레카이에게 차례로 전하여졌
다. 아맬레카이는 그 판을 제이라헤
믈라의 왕인 베냐민 왕에게 전해 주
었다.

옴너(OMNER). 또한 모사이야,
베냐민의 아들; 모사이야의
아들들 참조

몰몬경에 나오는 모사이야 왕의 아
들. 옴너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레이
맨인을 가르치기 위해 갔다(모사
27:8~11, 34~37; 28:1~9).

완전(完全)한(PERFECT)

완벽하고, 온전하며, 충만하게 발전
된 상태. 전적으로 의로운 것. 완전
하다는 것은 죄 또는 악이 없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오직 그리스도만
이 전적으로 완전하셨다. 그리스도
를 참되게 따르는 이들은 그의 은혜
와 속죄를 통하여 완전하게 될 수도
있다.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
쳐 완전하게 하라, 왕상 8:61.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
전하라, 마 5:48(3니 12:48). 만일 말
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
람이라, 약 3:2. 신앙이란 사물에 대
해 완전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니
라, 앨 32:21, 26. 속죄가 행해짐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자
함임, 앨 42:15. 모로나이는 완전한
이해를 갖춘 사람이었으니, 앨
48:11~13, 17~18. 그리스도의 영은
어떤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

216옴나이



217 요셉, 마리아의 남편

니면 악마에게 속한 것인지를 완전
한 지식으로 판별하고 또 알게 하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음, 모로
7:15~17.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라, 모로
10:32. 너희가 온전하게 되기까지 계
속하여 인내하라, 교성 67:13. 이들
은 예수를 통하여 온전하게 된 의로
운 자들이니라, 교성 76:69. 교회에
서 직분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함을
위하여 있는 것임, 교성 124:143(엡
4:11~13). 산 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
없이는 온전하게 되지 못함, 교성
128:15, 18.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
요, 그의 세대에 완전한 자였음이더
라, 모세 8:27.

왕당파(王黨派, KINGMEN)

몰몬경에 나오는 니파이인의 정부를
전복하고자 했던 무리(앨 51:1~8).

요나(JONAH). 또한 니느웨 참조
주에게서 니느웨 성읍에서 회개를
전파하라는 부름을 받은 구약전서에
나오는 선지자(욘 1:1~2).
요나서: 요나의 생활 중 한 경험을
말해 주는 구약전서에 나오는 한 책.
아마도 요나 그 자신이 그 책을 기록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요나서의 주
요 개념은 여호와가 어느 곳에서나
다스리시며 또 그의 사랑을 하나의
나라 또는 백성에게 국한시키지 않
으신다는 점이다.

1장에서 주는 요나를 불러 니느
웨에 전도하라고 하셨다. 주가 명령
한 대로 하는 대신에 요나는 배를 타

고 도망을 가서 커다란 물고기에게
먹혔다. 2장에서 요나는 주께 기도
하였으며, 물고기는 요나를 마른 땅
으로 토해내었다. 3장은 요나가 니
느웨로 가서 그 몰락을 예언하였다
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백성들이
회개를 하였다. 4장에서 주는 그 백
성을 구원하신 것에 화를 낸 요나를
책망하셨다.

예수께서는 요나가 물고기에 먹
혔던 것이 예수 자신의 사망과 부활
의 한 예표 역할을 한다고 가르치셨
다(마 12:39~40; 16:4; 눅 11:29~30).

요나단(JONATHAN). 또한 다윗;
사울, 이스라엘의 왕 참조

구약전서에서, 이스라엘의 왕, 사울
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의 가까운 친
구였다(삼상 13~23, 31).

요단강(JORDAN RIVER)

요단강은 갈리리 바다에서 사해로
흐른다. 이 강의 길이는 160킬로미
터이며 헤르몬 산에서부터 흐르는
여러 개의 개천이 모여 형성되어 있
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
한 강이다.
이 강과 연관된 두 가지 중요한 사건
은 이스라엘이 건너도록 주가 강을
갈라지게 하신 것(수 3:14~17)과 예
수 그리스도의 침례(마 3:13~17; 니
전 10:9)이다.

요셉(JOSEPH), 마리아의

남편(HUSBAND OF MARY).
또한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 참조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남편. 요
셉은 다윗의 후손(마 1:1~16; 눅
3:23~38)이었으며 나사렛에 살았다.
그는 마리아와 정혼했다. 그들의 결
혼 직전에,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
에게서 방문을 받았으며, 천사는 마
리아가 구주의 어머니가 되도록 택
함을 받았음을 알려 주었다(눅
1:26~35). 요셉 또한 이 신성한 탄생
에 관한 계시를 받았다(마 1:20~25).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의 아버지
였기 때문에 마리아는 지상에서 유
일한 예수의 어버이였다. 그러나 유
대인들은 요셉을 예수의 아버지로
생각하였으며, 예수는 그를 그렇게
대하였다(눅 2:48, 51). 하늘에서 준
꿈에 의해 경고를 받아, 요셉은 애굽
으로 피신하여 젖먹이 예수의 생명
을 보전하였다(마 2:13~14). 헤롯이
사망한 후, 한 천사가 요셉에게 어린
그리스도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
갈 것을 지시하였다(마 2:19~23).

요셉(JOSEPH), 아리마대의(OF

ARIMATHAEA)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의 일원이
며,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주가 받
으신 유죄 판결에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은 부유하고 충실한 이스라엘 사
람이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요셉은 주께 세마포를 입히고 그를
요셉 자신의 동굴 무덤에 뉘었다(마
27:57~60; 막 15:43~46; 눅 23:50~53;
요 19:38~42).

요셉(JOSEPH), 야곱의 아들(SON

OF JACOB). 또한 야곱, 이삭의
아들; 이스라엘 참조

구약전서에서, 야곱과 라헬의 첫 번
째 아들(창 30:22~24; 37:3).
요셉은 야곱의 첫 번째 아내에게서
난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 범법에
의해 그 특권을 잃었기 때문에 이스
라엘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얻었다
(대상 5:1~2). 그가 합당하였기 때문
에, 야곱의 두 번째 아내에게서 난
첫 번째 아들 요셉은 그 축복에 대해
서열상 그 다음이었다. 요셉은 또한
야곱이 사망하기 얼마 전에 그의 아
버지에게서 축복을 받았다(창
49:22~26).

요셉은 훌륭한 성품을 지닌 사람
으로“명철하고 지혜 있는”사람이
었다(창 41:39). 보디발의 아내를 거
부한 것은 신앙, 순결, 그리고 개인
적인 고결성의 한 모범이었다(창
39:7~12). 애굽에서, 요셉이 그의 형
들에게 그의 정체를 밝힐 때, 그는
그들이 그를 대하였던 태도에 대해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에게 감사하였
다. 그는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신
성한 뜻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었다
고 믿었다(창 45:4~15).

후일의 계시는 후일에 요셉의 가
족이 지닌 보다 큰 사명에 대해 밝혀
주 고 있 다 (니 후 3:3~24; 3니
20:25~27; 조성, 창 50).
야곱이 요셉을 무척 사랑하여 그에
게 채색옷을 주었음, 창 37:3. 질투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이 점점 그를
미워하여 그를 죽일 음모를 꾸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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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신에 그를 애굽으로 가던 상인
들에게 팔았음, 창 37:5~36. 애굽에
서 주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으
며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됨, 창
39:1~4.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
신을 유혹하려 했다고 거짓말을 하
였음; 요셉이 억울하게 잘못을 뒤집
어쓰고 옥에 갇힘, 창 39:7~20. 요셉
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함, 창 40. 요셉
이 바로의 꿈 하나를 해석하였기 때
문에 바로가 요셉을 총애하기 시작
함; 그가 요셉을 애굽을 다스리는 총
리가 되게 함, 창 41:14~45. 에브라
임과 므낫세가 태어남, 창 41:50~52.
요셉이 그의 아버지 및 형제들과 재
회함, 창 45~46. 요셉이 애굽에서
110세의 나이로 죽음, 창 50:22~26.

요셉의 막대기(STICK OF

JOSEPH). 몰몬경;
에브라임－에브라임 또는
요셉의 막대기 참조

요시야(JOSIAH)

주전 641년부터 610년까지 유다의
의로운 왕(왕하 22~24; 대하 34~35).
그의 통치 동안, 율법서가 주의 집에
서 발견되었다(왕하 22:8~13).

요엘(JOEL)

구약전서에서, 유다 땅에 있었던 선
지자. 그의 생애의 시기는 불확실하
지만－주전 850년보다 이전인 요아
스의 통치와 바벨론의 포로생활에서
의 유다 지파의 귀환 사이의 언젠가
일 것이다.

요엘서: 이 책은 극심한 가뭄과 메뚜
기가 유다 땅(욜 1:4~20)을 친 후에
요엘이 행한 예언에 중점을 두고 있
다. 요엘은 백성들에게 회개를 통하
여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
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였다(욜
2:12~14).

1장은 주님의 집에서의 성회의
필요성에 대한 호소이다. 2장은 복
천년에 앞서게 될 전쟁과 황폐에 관
해 말해 주고 있다. 3장은 후일에 관
해 말하고 있고 모든 나라에 전쟁이
있게 될 것이나 결국에는 주께서 시
온에 거하실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
고 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영의 부어짐
에 관한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였다
(욜 2:28~32; 행 2:16~21). 모로나이
천사 또한 조셉 스미스에게 이와 똑
같은 구절을 인용하였다(조역 1:41).

요한(JOHN), 세베대의 아들(SON

OF ZEBEDEE). 또한 멜기세덱
신권; 변화된 존재; 복음서; 사도;
요한계시록 참조

신약전서에서, 십이사도의 한 사람.
세베대의 아들, 그리고 야고보의 한
형제. 그의 생애 초기에 그는 어부였
다(막 1:17~20). 그는 아마도 요한복
음 1:40에 언급된 침례 요한의 이름
이 밝혀지지 않은 제자였을 것이다.
훗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는 부름을 받았다(마 4:21~22;
눅 5:1~11). 그는 요한복음, 세 서한
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
다. 그는 야이로의 딸을 일으킬 때



(막 5:35~42), 변 형 산 에 서 (마
17:1~9), 그리고 겟세마네에서(마
26:36~46) 주와 함께 있었던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 자신의 기록
에 그는 스스로를 예수께서 사랑하
셨던 제자로(요 13:23; 21:20), 그리
고“다른 제자”로(요 20:2~8) 지칭하
고 있다. 예수는 또한 그와 그의 형제
를 보아너게, 곧“우레의 아들”이라
고 불렀다(막 3:17). 십자가에 달리심
과 부활의 기사에서 그에 대한 언급
을 종종 볼 수 있다(눅 22:8; 요 18:15;
19:26~27; 20:2~8; 21:1~2). 요한은
훗날 밧모에 추방되어 그 곳에서 요
한계시록을 기록하였다(계 1:9).

요한은 후일의 계시에 자주 언급
된다(니전 14:18~27; 3니 28:6; 이더
4:16; 교성 7; 27:12; 61:14; 77;
88:141). 이러한 구절들은 성경의 요
한의 기록을 확인하여 주고 있으며
또한 그의 위대성, 그리고 주께서 신
약 시대와 이 후일에 그가 행하도록
주신 일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통찰
력을 제공해 주고 있다. 후일의 경전
은 요한이 죽지 아니하고 주의 재림
의 때까지 성역을 베푸는 종으로서
지상에 남도록 허락되었음을 분명히
해 주고 있다(요 21:20~23; 3니
28:6~7; 교성 7).
요한의 서한들: 이 세 서한의 기록자
가 그 이름으로 자신을 언급하고 있
지는 않지만, 그 언어는 사도 요한의
것과 너무도 유사하여서 그가 이 세
서한을 모두 기록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요한1서 1장은 성도들에게 하나
님과의 사귐을 얻으라고 훈계하고
있다. 2장은 성도들이 순종으로 하
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
고 또 그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
라고 가르치고 있다. 3장은 하나님
의 자녀가 되고 서로 사랑하라고 모
든 이들에게 외치고 있다. 4장은 하
나님은 사랑이며 그를 사랑하는 자
들 안에 거하신다고 설명하고 있다.
5장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
음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요한2서는 요한1서와 비슷하다.
여기에서 요한은“택하심을 입은
부녀”들의 충실함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

요한3서는 가이오라 불린 사람을
그의 충실함과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
에대한도움때문에칭찬하였다.
요한복음: 이 신약전서에 나오는 책
에서 사도 요한은 ⑴ 예수가 그리스
도 즉 메시야이시며 ⑵ 예수가 하나
님의 아들이심(요 20:31)을 증언하
였다. 그가 기술한 예수의 생애에 관
한 장면들은 이러한 목적의 관점으
로 세심하게 선정되고 정리되어 있
다. 이 책은 필멸 이전의 존재에서
그리스도의 상태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된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였
으며, 그는 하나님이었고, 그는 만물
의 창조자였다. 그는 육으로 난 하나
님의 독생자였다. 요한은 예수의 성
역의 과정을 추적하면서 그의 신성
과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을 크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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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고 있다. 그는 예수가 기적들에
의해, 증인들에 의해, 선지자들에 의
해,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의 음성에
의해 증명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다. 요한
은 빛과 어둠, 진리와 오류, 선과 악,
하나님과 악마를 대비시켜 가르치고
있다. 아마도 예수의 거룩하심과 유
대 통치자들의 불충실이 이처럼 분
명하게 선언된 기록은 어디에도 없
을 것이다.

요한은 주로 유대에서의 그리스
도의 성역, 특별히 그의 필멸의 성역
의 마지막 주에 관해 기록한 반면에
마태, 마가, 누가는 주로 갈릴리에서
의 그의 성역에 관해 기록하였다. 이
복음서에서의 몇 가지 사항이 후일
의 계시에 의해 분명해졌다(교성 7
및 교성 88:138~141).

장별 개요에 대해서는“복음서”
참조
계시의책:요한계시록 참조

요한계시록(啓示錄)(REVELATION

OF JOHN). 또한 묵시록; 요한,
세베대의 아들 참조

신약전서에 있는 마지막 책으로 사
도 요한에게 준 계시로 구성되어 있
다. 그는 세상의 역사, 특히 후일의
역사를 보도록 허락받았다(계
1:1~2; 니전 14:18~27; 교성 77). 요
한 계시록은 또한 묵시록으로도 알
려져 있다.

요한은 이 계시를 주의 날에, 아
시아의 해안에서 떨어진, 에베소에
서 그리 멀지 않은 밧모 섬에서 받았

다(계 1:9~10). 계시의 정확한 일자
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니파이전서 14:18~27과 교성 77에
실려 있다(이더 4:15~16). 1~3장은
책의 소개이며 또 아시아의 일곱 교
회에 보내는 편지들이다. 요한은 성
도들의 특정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돕기 위해 편지를 썼다. 4~5장
은 요한이 받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의 장엄함과 의로운 힘을 보여 주는
시현들을 기록하고 있다. 6~9, 11장
에서 요한은 일곱 인으로 봉인된 책
한 권을 본 것을 기록하였는데, 각
인은 지구의 현세 역사의 천 년을 나
타낸다. 이 장들은 주로 일곱 번째
인에 담긴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계
8~9; 11:1~15 참조). 10장은 요한이
먹은 책을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은
그가 수행할 미래의 사명을 나타낸
다. 12장은 사탄이 거역하여 쫓겨날
때 하늘에서 시작되었던 악마에 관
한 시현을 기록하고 있다. 그 곳에서
시작된 전쟁은 지상에서 그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13, 17~19장에서 요
한은 사탄에 의해 조종되는 지상의
사악한 왕국을 기술하고 있으며 또
악마의 마지막 멸망을 포함하여 그
들의 운명을 기록하고 있다. 14~16
장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악의
와중에 있는 성도들의 의로움을 묘
사하고 있다. 20~22장은 복천년, 아
름다운 도시 새 예루살렘, 그리고 지
구 역사의 마지막 사건들을 묘사하
고 있다.



욥(JOB)

구약전서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
으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충실히
지켰던 의로운 사람. 그의 이야기가
욥기에 나와 있다.
욥기: 비록 이 책이 욥의 고난에 관
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왜 욥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이 고통을 겪
고 그의 가족 및 재산을 잃어야 했는
가라는 질문에 대한 전적인 답은 아
니다. 이 책은 고통을 겪는 것이 그
사람이 꼭 죄를 지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께
서는 형벌뿐 아니라 경험, 자기훈련,
그리고 가르침을 위해 고통을 이용
하실 수도 있다(교성 122).

이 책은 네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1~2장은 이야기의 머리말이
다. 3~31장은 욥과 세 친구들 사이의
일련의 대화를 들려주고 있다.
32~37장은 첫 번째 친구들과는 다른
이유로 욥을 정죄하였던 네 번째 친
구인 엘리후의 말을 담고 있다.
38~42장은 그의 인생 길이 처음부터
선한 것이었음을 욥에게 확신시키는
것으로 책을 끝맺음하고 있다.

욥기는 사람이 만일 하나님에 관
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하
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생활을 하
고 있다면, 그는 그에게 다가오는 시
련들을 보다 잘 견딜 수 있을 것이라
는 점을 가르치고 있다. 욥의 흔들리
지 않는 신앙이“그가 나를 죽이실지
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욥
13:15)와 같은 외침에 그 특징이 나

타나 있다. 욥은 또한 에스겔 14:14,
야고보서 5:11, 교리와 성약 121:10
에도 언급되어 있다.

용기(勇氣, COURAGE), 용기있는

(COURAGEOUS). 또한 신앙;
두려움 참조

두려워하지 않는 것, 특히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신 31:6(수
1:6~7). 크게 힘써 기록된 것을 다 지
켜 행하라, 수 23:6. 하나님이 우리에
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
니요, 딤후 1:7. 그가 들었을 때 그 마
음이 용기를 얻음, 앨 15:4(앨 62:1).
힐라맨의 아들들이 용기에 있어 심
히 용맹스러웠음, 앨 53:20~21. 그처
럼 큰 용기를 내가 일찍이 본 적이
없었나니, 앨 56:45. 형제들아 용기
를 내라.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가자, 교성 128:22.

용모(容貌, COUNTENANCE)

사람의 얼굴의 전체적인 표정으로
그것은 종종 영적인 자세와 마음의
상태를 반영한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사 3:9.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
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단 5:6. 그 형
상이 번개 같고, 마 28:3. 그 얼굴은
해 같더라, 계 1:16. 너희는 너희의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녀 보았
느냐, 앨 5:14, 19. 암몬은 왕의 안색
이 변한 것을 보았음, 앨 18:12. 즐거
운 마음과 유쾌한 얼굴로 금식하고
기도하라, 교성 59:14~15. 그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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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보다 더 밝게 빛나고, 교성
110:3.

용서(容恕)받지 못할 죄(罪)

(UNPARDONABLE SIN). 또한
멸망의 자식들; 살인하다; 성신;
신성을 모독하다, 신성모독 참조

성신을 거부한 죄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성신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
지 못하겠고, 마 12:31~32(막 3:29;
눅 12:10). 성신에 참여한 바 된 자들
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히 6:4~6. 우리가 진리를 아
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히
10:26. 네가 성신을 부인하고 또 네
가 그를 부인하는 줄을 알고 있다면,
이는 사하심을 얻지 못할 죄니라, 앨
39:5~6(야곱 7:19). 독생자를 부인하
며, 그들 스스로 그를 못 박은 그들
에 게 는 용 서 함 이 없 음 , 교성
76:30~35. 성신을 거스리는 모독은
용서받지 못하리니, 그것은 너희가
나의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받은
후에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임, 교성
132:26~27.

용서(容恕)하다(FORGIVE). 또한
고백하다, 고백; 속죄하다, 속죄;
죄 사함; 회개하다, 회개 참조

경전에서 사용된 것처럼, 용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중 하
나를 의미한다. ⑴ 하나님께서 사람
을 용서할 때에는 그가 죄에 대해 요
구되는 형벌을 취소하거나 또는 무

효로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속죄
를 통하여, 살인 또는 성신을 거스르
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자들을
제외하고 회개한 모든 이들에게 죄
의 용서가 가능해졌으며, ⑵ 사람들
이 서로를 용서할 때 그들은 서로 그
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대하고 또
그들에게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해 나
쁜 감정을 갖지 않게 된다(마
5:43~45; 6:12~15; 눅 17:3~4; 니전
7:19~21).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
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민
14:18.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사 1:18.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
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
옵시고, 마 6:12(눅 11:4; 3니 13:11).
인자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 마
9:6(마 18:35; 막 2:10; 눅 5:20~24).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마 18:21~22(교
성 98:40). 누구든지 성신을 모독하
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
고, 막 3:29(앨 39:6).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고 또 회개하거든 용서하
라, 눅 17:3.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눅 23:34. 기도하여
용서를 구하라, 니전 7:21. 우리의 죄
사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의 속죄의 피를 적용하라, 모사 4:2.
만일 그가 너와 내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거든, 그를 너희는
용서하라, 모사 26:29~31. 회개하고



주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용서받
으리라, 교성 1:32. 낫을 휘두르라.
그리하면 네 죄가 사함 받고, 교성
31:5(교성 84:61). 자기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
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교성 58:42. 나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려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
람을 용서할 것이 요구되느니라, 교
성 64:10. 너희가 너희 허물을 서로
용서한 만큼, 그와 같이 나 주도 너
희를 용서하노라, 교성 82:1. 내가 사
랑하는 자를 내가 또한 징계하노니
이는 그들의 죄가 사함 받게 하려는
것이니라, 교성 95:1. 나는 네 범법을
용서하였느니라, 모세 6:53.

우드럽(WOODRUFF), 윌포드

(WILFORD). 또한 공식선언－1;
성명서 참조

복음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
여 회복된 이후 사대 교회 회장. 그
는 1807년에 출생하여 1898년에 사
망하였다.
십이사도 평의회에서 자리를 채우라
는 부름을 받음, 교성 118:6. 때가 찬
시대에 나아오도록 간직해두셨던 훌
륭한 영들 사이에 있었음, 교성
138:53. 교회에서 복수 결혼을 중지
시키라는 계시를 받음, 선1.

우르(UR)

구약전서에 나오는 갈대아의 우르
는 아브람의 원래 거주지였다(창
11:27~28, 31; 15:7; 느 9:7; 아브
2:1, 4).

우림(URIM)과 둠밈(THUMMIM).
또한 가슴판; 선견자 참조

계시를 얻고 또 언어를 번역하는 일
에서 사람을 보조하기 위해서 하나
님께서 준비하신 도구. 히브리어로
이 단어들은“빛과 완전함”을 의미
한다. 우림과 둠밈은 은테에 물린 두
개의 보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
때때로 가슴판과 함께 사용되었다
(교성 17:1; 조역 1:35, 42, 52). 이 지
구는 거룩하게 되고 또 불멸의 상태
에서 하나의 커다란 우림과 둠밈이
될 것이다(교성 130:6~9).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출 28:30. 이기는 그에게는 내
가 흰 돌을 줄 터인데, 계 2:17. 그가
보고 번역할 수 있는 방편을 가지고
있음이니, 모사 8:13. 이 두 돌을 내가
네게 주리니, 이더 3:23~24, 28(이더
4:5). 조셉 스미스는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계시를 받았음, 교성 6, 11,
14~16의 머리글. 너는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여 번역하도록 네게 권능이
주어진, 교성 10:1. 세 증인은 야렛 형
제가 산 위에서 받았던 우림과 둠밈
을 보게 될 것임, 교성 17:1.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하나의 거대한 우림
과 둠밈이니라. 흰 돌은 그것을 받는
각 개인에게 우림과 둠밈이 되리니,
교성 130:6~11. 나 아브라함은 우림
과 둠밈을 가지고 있었느니라, 아브
3:1, 4.

우상 숭배(偶像 崇拜, IDOLATRY)

우상에 대한 예배 또는 어떤 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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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나친 애착이나 헌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
지 말라, 출 20:3(모사 12:35;
13:12~13). 네가 만일 다른 신들을
따르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
라, 신 8:19.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
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삼상
15:23.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사 57:8.
왕이 금, 은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
하고, 단 5:23.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
6:24.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 3:5.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
게서 멀리하라, 요1 5:21. 우상을 숭
배하는 자들에게 화 있나니, 니후
9:37. 니파이 백성의 우상 숭배가 그
들에게 그들의 전쟁과 그들의 멸망
을 초래했음, 앨 50:21.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 자신의 신의 형상을 따
라 걷나니, 교성 1:16. 자기 손으로
일하여 우상 숭배가 없게 할지어다,
교성 52:39.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
상 숭배에 이끌려 감, 아브 1:27.

우정 증진(友情 增進,

FELLOWSHIP). 또한 단합; 사랑
참조

후기 성도에게, 우정 증진은 우정어
린 동반자 관계를 제공하며, 다른 사
람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고양시켜
주고 강화시켜 주는 것이 포함된다.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 19:18(마 19:19; 교성
59:6).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눅 22:32. 너희가 서로 사

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요
13:35. 내 양을 치라, 요 21:15~17. 그
들이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
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고후
8:1~5.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
이라, 요1 1:3. 니파이인들과 레이맨
인들이 서로 교제하고, 힐 6:3. 모든
사람은 자기 형제를 자기 자신과 같
이 여길지어다, 교성 38:24~25. 만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
는 나의 것이 아니니라, 교성 38:27.
나는 그대의 친구와 형제가 되고 그
대를 동료로 받아들이노라, 교성
88:133.

원리(原理, PRINCIPLE). 또한 복음
참조

기본적인 교리, 진리, 또는 율법. 복
음의 첫째 원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를 믿는 신앙과 회개임(신개 1:4).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
리고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니라, 히
6:1~3. 장로, 제사와 교사는 경전에
있는 나의 복음의 원리를 가르칠지
니라, 교성 42:12. 원리에 있어서, 교
리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더욱
온전히 가르침을 받게 하려 함이요,
교성 88:78(교성 97:14). 각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그에게 준 도덕적 선택
의지에 따라 교리와 원칙 안에서 행
동하게 하려하나니, 교성 101:78. 이
생에서 우리가 얻는 예지의 원리는
어떠한 것이든지 부활 때에 우리와
함께 일어나니라, 교성 130:18~19.



윌리엄스(WILLIAMS), 프레드릭

지(FREDERICK G.)

대신권의 회장단에서 보좌로서 한동
안 봉사하였던 회복된 교회의 초기
지도자(교성 81; 90:6, 19; 102:3).

유다(JUDE)

신약전서에서, 예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이며 아마도 유다서의 저자일
것이다(마 13:55; 유 1:1).
유다서: 이 책은 유다가 신앙이 약해
져 가고 있던 어떤 성도들에게 보낸
한 통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
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표방
하였으나 부도덕한 이교 숭배를 행
하고 또 도덕적인 율법을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약화되고 있었다. 유
다는 성도들을 일깨워서 그들이 영
적인 위험을 자각하게 하고 충실하
게 남아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기를
원하였다.

유다서에 있는 주목할 만한 구절
들은 하늘에서의 전쟁과,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이 필멸 이전의 상태에
서 내어쫓긴 일(아브 3:26~28)을 자
세히 말해 주는 6절, 그리고 에녹이
행한한예언을인용한14~15절이다.

유다(JUDAH). 또한 성경; 유대인;
이스라엘 참조

구약전서에서 야곱과 레아 사이의
네 번째 아들(창 29:35; 37:26~27;
43:3, 8; 44:16; 49:8). 야곱은 유다에
게 그가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타
고난 지도자가 될 것이며 실로(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이 될 것이라
고 축복하였다(창 49:10).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가나안에 정
착한 후에 지도권을 잡았다. 주된 경
쟁자는 에브라임 지파였다. 모세는
유다 지파를 축복하였다(신 33:7).
솔로몬의 통치 후에 유다 지파는 유
다 왕국이 되었다.
유다 왕국: 르호보암의 통치 때에 솔
로몬의 지배영역이 주로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의 질투 때문
에 별도의 두 왕국으로 갈라지게 되
었다. 남방 왕국 또는 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대부분
을 포함하였다. 예루살렘이 그 수도
가 되었다. 전체적으로 이 왕국은 북
방 왕국보다는 여호와 예배에 더욱
충실하였었다. 유다는 북쪽과 동쪽
으로부터의 공격에 덜 노출되었으며
바벨론의 포로 생활 때까지는 통치
권이 다윗 가문의 손에 남아있었다.
유다 왕국은, 인구가 더 많았고 또
더 강력했던 이스라엘 왕국의 함락
이후에도 그럭저럭 135년 동안 존재
하였다.
유다의 막대기: 이것은 유다 집안의
기록으로서 성경을 지칭한다(겔
37:15~19). 후일에 이스라엘 집의 여
러 가지들이 모일 때, 그들의 성스러
운 기록들이 또한 함께 모이게 될 것
이다. 이러한 경전 기록은 서로를 보
충하여 주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스
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의 하
나님이라는 통일된 증거를 형성한다
(니후 3; 29; 조성, 창 50: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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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JUDAS), 가룟(ISCARIOT)

신약전서에서, 예수의 십이사도 가
운데 한 사람(마 10:4; 막 14:10; 요
6:71; 12:4). 그의 성은“그리욧 사
람”을 의미한다. 그는 유다 지파 출
신이며 갈릴리 사람이 아닌 유일한
사도였다. 유다는 주를 배반하였다.
그리스도를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
는 대가로 은 삼십을 받음, 마
26:14~16(슥 11:12~13). 입맞춤으로
주 를 배 반 함 , 마 26:47~50(막
14:43~45; 눅 22:47~48; 요 18:2~5).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마 27:5. 유
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눅 22:3(요
13:2, 26~30). 다윗이 예수에 대한 유
다의 배반에 관해 말함, 행 1:16(시
41:9).

유다(JUDAS), 야고보의 형제

(BROTHER OF JAMES)

신약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최
초의 십이사도 가운데 한 사람(눅
6:13~16). 그는 또한 레바오 다대오
로도 알려졌던 것 같다(마 10:2~4).

유대인(JEWS). 또한 유다; 이스라엘
참조

유대인은 ⑴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
데 하나인 유다의 후손 ⑵ 유다의 고
대 남방 왕국의 사람들 ⑶ 유대주의
종교, 생활 방식, 그리고 전통을 실
시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으나, 태생으로 유대인이 될 수도
또는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야곱의
모든 후손들을 지칭하기 위해 유대
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관

례가 되었으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
다. 그것은 유다 왕국의 사람들 또는
보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유다 지파
의 사람들과 그의 관계인들에게 국
한되어야 한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규가 유다를 떠
나지 아니하며, 창 49:10. 그리스도
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요, 롬 1:16. 주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한 선지자, 곧 메시야를 일으키시리
라, 니전 10:4. 그 책이 유대인의 입
에서 나왔던 그때에는 기록된 것들
이 명백하고 순수하며, 니전 14:23.
유대인들은 모든 국민 가운데 흩어
질 것이요, 니후 25:15. 유대인은 나
의 옛 성약의 백성임, 니후 29:4. 흩
어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것이요, 니후 30:7. 유대인들
은 그들이 그 위에 세운 돌을 버릴
것임, 야곱 4:14~16. 유대인들로 하
여금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또 다른 증거를 갖게 하려 함이니라,
몰 3:20~21. 두 선지자가 후일에 유
대 나라에 일으켜 세움을 받아, 교성
77:15. 모든 나라들에 호소하라, 먼
저는 이방인에게요, 그 다음은 유대
인에게로다, 교성 133:8. 그 날에 큰
환난이 유대인에게 있겠음이라, 조
마 1:18.

유아 침례(幼兒 浸禮, INFANT

BAPTISM). 또한
구원－아이들의 구원; 아이,
아이들; 책임지다, 책임질 수
있는, 책임질 수 있음; 침례,



침례를 주다－침례는 유아를
위한 것이 아님 참조

책임질 수 있는 연령인 여덟 살 아래
에 있는 아기와 어린이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불필요한 관습. 주께서 유아
침례를 정죄하셨다(모로 8:10~21).
어린이들은 결백하고 죄없이 태어난
다. 사탄은 어린이들이 책임질 수 있
게 되기 시작할 때까지는 어린이들을
유혹할 힘이 없어서(교성 29:46~47)
어린이들은 회개하거나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어린이들은 여덟 살에
침례를받아야한다(교성68:25~27).

유월절(逾越節, PASSOVER). 또한
마지막 만찬; 하나님의 어린 양
참조

유월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멸망의
천사가 그들의 집을 지나쳐 그들을
애굽인에게서 건져냈던 때를 기억하
도록 제정되었다(출 12:21~28;
13:14~15). 흠 없는 어린 양은 그 피
가 고대 이스라엘을 구원할 표적으
로 사용되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며, 그의 희
생은 온 인류를 구속하였다.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출 12:43.
예수와 그의 사도들이 마지막 만찬
에서 유월절을 지킴, 마 26:17~29(막
14:12~25).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1:29, 36.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전 5:7. 우리는 흠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구속됨, 벧전 1:18~19. 세상의

죄를 제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신앙을 가지라, 앨 7:14. 지혜의
말씀으로 생활하는 성도는 이스라엘
자녀들과 같이 보전될 것임, 교성
89:21. 어린 양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였도다, 모세 7:47.

유혹(誘惑)하다(TEMPT),

유혹(TEMPTATION). 또한
견디다; 선택의지; 악마 참조

악 대신에 선을 택하는 사람의 능력
에 대한 시험; 죄를 짓게 하고 또 하
나님 대신에 사탄을 따르게 하려는
충동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 6:13(3
니 13:12).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감
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고전 10:13. 그리스도께
서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
음, 히 4:14~15. 시험을 참는 자는 복
이 있나니, 약 1:12~14. 대적의 유혹
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을 이기지 못함, 니전 15:24(힐
5:12). 사람은 이편이나 저편에 의해
이끌리지 않고서는 스스로 행할 수
없었느니라, 니후 2:11~16. 깨어 항
상 기도하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시험을 받지 않게 하고, 앨
13:28. 그들을 가르쳐 주 예수 그리
스도를 믿는 그들의 신앙으로, 악마
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게 하라, 앨
37:33. 악마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 3니 18:15, 18(교성
20:33; 31:12; 61:39). 네가 유혹에 들
지 아니하도록 교만을 조심하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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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23:1. 아담이 유혹에 넘어갔으므
로 악마의 뜻에 복종하게 되었느니
라, 교성 29:39~40. 나는 온갖 유혹
에 노출되었으며, 조역 1:28.

육신(肉身)에 속한(CARNAL). 또한
아담과 이브의 타락; 육에 속한
사람; 육욕적인, 육욕적임 참조

영적이지 않은 어떤 것, 특히 이 단어
는 필멸의 것 또는 현세적인 것을 의
미하는 데 사용되거나(교성 67:10)
또는 세상적이며 육체적이며 육욕적
인 것을(모사 16:10~12) 의미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생각하는 바가 육에 속한즉 사망이
요, 니후 9:39. 악마는 사람을 속여
가서 육신에 속한 안전에 거하리니,
니후 28:21. 그들은 스스로 자기 자
신의 속된 상태에 있어 보았고, 모사
4:2. 자기 자신의 육신에 속한 본성
을 고집하는 자는 타락된 상태에 머
무르게 되고, 모사 16:5.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 속되
고 타락한 상태에서 변화되어야 하
나니, 모사 27:25. 인류는 육신에 속
하며, 육욕적이며, 악마와 같이 되었
던지라, 앨 42:10. 자신의 뜻과 육신
에 속하는 욕망을 좇는 자는 반드시
타락함, 교성 3:4. 사람은 육신에 속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함, 교성 67:10~12. 사람들은
육신에 속하며 육욕적이며 악마와
같이 되었더라, 모세 5:13; 6:49.

육(肉)에 속한 사람(NATURAL

MAN). 또한 거듭난,

하나님에게서 난; 아담과 이브의
타락; 육신에 속한 참조

성령의 인도보다 열정, 욕망, 욕구,
그리고 육의 감각에 영향을 받아 선
택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육체적
인 것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은
아담과 이브의 타락 때문에 육신에
속하며 필멸에 처해 있다. 육에 속한
사람이기를 그치기 위해서 각 사람
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거듭 나야 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고전 2: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며
벗어 버려야 함, 모사 3:19. 자기 자신
의 육신에 속한 본성을 고집하는 자
는 자기의 타락된 상태에 머무르게
되고, 모사 16:5(앨 42:7~24; 교성
20:20).육에속한사람으로서이러한
일을 아는 자가 있느냐? 앨 26:19~22.
육에 속하거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요, 앨
41:11. 그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사람
은 영적으로 죽게 되었으니, 교성
29:41. 어떠한 육에 속한 사람도 하나
님의 임재하심을 감당할 수 없으며,
교성 67:12. 사람은 육신에 속하며 육
욕적이며 악마와 같이 되었더라, 모
세 5:13(모세6:49).

육욕적(肉慾的, SENSUAL)인,

육욕적임(SENSUALITY). 또한
간음; 성적 부도덕; 순결; 음행;
탐욕 참조



불의한 육체적 쾌락, 특히 성적 부도
덕을 즐기거나 바라는 것.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
하다가, 창 39:7.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마
5:28(3니 12:28). 영혼을 거슬러 싸우
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벧전
2:11.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요
1 2:16. 더 이상 네 눈의 탐욕을 따라
가지 말고, 앨 39:9. 거룩한 율법을
범하므로써 사람은 육욕적이 되었느
니라, 교성 20:20. 어느 누가 자기 마
음에 간음을 범하면, 그들은 영을 지
니지 못하리라, 교성 63:16. 너희의
모든 탐욕적인 욕망을 그치라, 교성
88:121. 사람들은 육신에 속하며 육
욕적이며 악마와 같이 되었더라, 모
세 5:13(모사 16:3; 모세 6:49).

율법(律法, LAW). 또한 모세의
율법; 순종, 순종하는, 순종하다;
축복하다, 축복받은, 축복;
하나님의 계명 참조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모든 축복과
형벌이 근거를 두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 또는 규율. 하나님의 율법에 순
종한 자들은 약속된 축복을 받는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사람들이 또
한 그 땅의 법에 순종하고, 이를 존
중하며, 지지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신개 1:12).

모세의 율법은 남자와 여자를 그
리스도에게 데려가는 예비적 율법이
다. 그것은 제한, 규정 및 의식의 율
법이다. 모세의 율법을 성취한 그리

스도의 율법은 오늘날 충만한 복음
또는“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된다(약 1:25).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계명들을 주
심, 창 1:28; 2:16~17. 하나님께서 노
아에게 율법을 주심, 창 9:1. 여호와
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
키며, 시 19:7.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
법을 세우신 이요, 사 33:22. 입법자
는 오직 한 분이시니, 약 4:12. 율법
이 없는 곳에는 형벌이 없으며, 니후
9:25. 율법이 주어졌느니라, 앨
42:17~22.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심
판받게 되느니라, 앨 42:23. 그리스
도께서 율법이심, 3니 15:9. 모든 율
법은 영적임, 교성 29:34. 조셉 스미
스는 계시에 의하여 교회의 율법을
받았음, 교성 42. 하나님의 율법을 지
키는 자는 그 땅의 법을 어길 필요가
없음이니라, 교성 58:21. 그리스도의
빛은 만물이 다스려지는 율법이니,
교성 88:7~13. 그는 만물에게 율법을
주었고, 교성 88:42~43. 백성은 그 땅
의 법을 지켜야 함, 교성 98:4~5. 우
리가 하나님에게서 축복을 얻을 때
에는 율법을 순종하였음으로 얻게
되는 것임, 교성 130:20~21. 교회가
세속적 법률에 관한 그 믿음을 선포
함, 교성 134. 인류는 복음의 법과 의
식을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받음, 신
개 1:3.

은사(恩賜, GIFT). 또한 은사,
성신의; 은사, 영의 참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많은 축복
과 은사를 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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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영적은사가있음, 고전12:4~10.
더욱큰은사를사모하라, 고전 12:31.
온갖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부
터 내려오나니, 약 1:17. 성신의 권능
은하나님의은사임, 니전 10:17. 은사
가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라, 몰 9:7~8.
모든 선한 은사는 그리스도에게서 오
는것임, 모로10:8~18. 영생은하나님
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
니라, 교성 14:7(니전 15:36). 은사는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짐, 교성
46:8~11. 모두가 다 모든 은사를 받은
것이아니니, 교성46:11~29.

은사(恩賜), 성신(聖神)의(GIFT OF

THE HOLY GHOST). 또한
성신; 은사; 은사, 영의; 하나님,
신회 참조

성신의 지속적인 영향을 갖는 것은
교회의 침례받은 모든 합당한 회원
의 권리이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의 참된 교회로 침례받은 이후에, 적
절한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안
수에 의하여 성신의 은사를 받는다
(행 8:12~25; 모로 2:1~3; 교성
39:23). 성신의 은사를 받는 것을 종
종 불의 침례라고도 한다(마 3:11; 교
성 19:31).
사람들은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또
성신의 선물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
았음, 행 2:38.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
에 의해 성신을 부여함, 행 8:14~22.
성신이 안수에 의해 주어짐, 행
19:2~6. 불과 성신에 의하여 죄사함
이 임함이라, 니후 31:17. 우리는 성

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를 믿는다,
신개 1:4.

은사(恩賜), 영(靈)의(GIFTS OF

THE SPIRIT). 또한 은사 참조
주께서 합당한 사람에게 그들 자신
의 유익과 그들이 다른 사람을 축복
하는 데 사용하도록 주시는 특별한
영적 축복들. 영의 은사들에 대한 설
명은 교리와 성약 46:11~33, 고린도
전서 12:1~12, 모로나이서 10:8~18
을 연구하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고
전 12:31(고전 14:1). 니파이인들에
게 많은 영의 은사들이 주어졌음, 앨
9:21. 주께서 더 이상 은사로나 성신
의 권능으로 일하시지 않는다고 말
할 자에게 화 있도다, 3니 29:6. 하나
님께서 충실한 자들에게 은사를 주
심, 몰 9:7. 은사가 그리스도의 영으
로 말미암아 오며, 모로 10:17. 많은
은사가 있고 또 각 사람에게는 하나
님의 영으로 한가지 은사가 주어짐
이니라, 교성 46:11. 교회 지도자들
에게는 영의 은사를 분별하는 권능
이 주어지나니, 교성 46:27. 교회의
회장은 하나님의 모든 은사를 가지
느니라, 교성 107:92.

은혜(恩惠, GRACE). 또한 구원;
속죄하다, 속죄; 예수 그리스도;
자비로운, 자비 참조

남자와 여자가 이 생에서 축복을 얻
고 또 그들이 신앙을 행사하고, 회개
하고 또 계명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최선의 노력을 행한 이후에 영생 및



승영을 얻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
나님에게서 오는 힘. 그러한 신성한
도움 또는 힘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
랑을 통하여 주어진다. 필멸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타락과 또한 사람의
약함 때문에 신성한 은혜를 필요로
한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
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행 15:11(롬 3:23~24; 교성 138:14).
우리가 믿음으로 그의 은혜에 들어
감을 얻었으며, 롬 5:2. 너희는 그 은
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
원을 받았으니, 엡 2:8. 하나님의 은
혜가 구원을 가져다 줌, 딛 2:11. 은
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
니라, 히 4:16.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
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벧전 5:5. 어
느 누구도 거룩하신 메시야의 공덕
과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서
는, 하나님의 면전에 거할 수 없음,
니후 2:8.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오
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와 하나님
의 은혜를 통하여서임, 니후 10:24.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후에 은
혜에 의해 구원받음, 니후 25:23. 우
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
는 것은 은혜에 의한 것임, 야곱 4:7.
사람들이 회복되어 자기의 행위대로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이르게 하
기 위함임, 힐 12:24. 나의 은혜는 온
유한 자와 스스로 겸손하여진 모든
자에게는 족하니, 이더 12:26~27. 모
로나이가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주어

져 그들로 사랑을 갖게 해 주시기를
기도했음, 이더 12:36, 41.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
전하게 될지라, 모로 10:32~33. 예수
는 은혜에 은혜를 받으시더라, 교성
93:12~13, 20.

음란물(淫亂物, PORNOGRAPHY).
간음; 순결; 음행 참조

음성(音聲, VOICE). 또한 계시 참조
경전에 사용된 것처럼, 때때로 주 또
는 그의 사자들이 말하는 들을 수 있
는 메시지. 영의 음성은 들을 수 없
을 수도 있으며, 마음 또는 생각에
직접 가기도 한다.
아담과 이브가 여호와 하나님의 소
리를 듣고, 창 3:8(모세 4:14). 여호와
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말
씀하심, 왕상 19:11~13. 의로운 자들
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름, 요
10:1~16.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
을 듣느니라, 요 18:37. 나는 영의 음
성에 순종하여, 니전 4:6~18. 한 음
성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노스
야, 네 죄가 사하여졌나니, 이노 1:5.
그것은 심히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
이었으며 참으로 영혼까지 꿰뚫었으
며, 힐 5:29~33(3니 11:3~7). 내 자신
의 음성으로 한 것이거나 나의 종들
의 음성으로 한 것이거나 같으니라,
교성 1:38. 성신에 감동되었을 때 그
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
의 음성이 되리라, 교성 68:2~4. 나
의 음성에 순종하는 모든 영혼은 나
의 얼굴을 보며, 내가 존재함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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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요, 교성 93:1.

음악(音樂, MUSIC). 또한 노래하다;
찬송가 참조

기쁨, 찬양, 그리고 예배를 표현하기
위해 초기 성경 시대 이래로 불려지
고 또 연주된 선율과 리듬(삼하 6:5).
그것은 기도의 한 형태가 될 수 있
다. 시편은 아마도 단순한 선율에 따
라 불려지고 또 악기로 반주되었을
것이다.
아론과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소고
를 잡고 그녀와 여인들이 춤추니, 출
15:20.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이 제금
과 수금을 잡고 제사장 백이십 명이
나팔을 붊, 대하 5:12. 예수와 십이사
도가 마지막 만찬 후에 찬송을 노래
함, 마 26:30.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
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
라, 골 3:16. 너희가 구속하시는 사랑
의 노래를 부르고자 느꼈느냐? 앨
5:26. 하나님의 영혼이 마음의 노래
를 기뻐함이라, 그러하도다. 의인의
노래는 내게 기도가 되나니, 교성
25:12. 노래로, 음악으로, 춤으로 주
를 찬양하라, 교성 136:28.

음행(淫行, FORNICATION). 또한
간음; 순결; 육욕적인, 육욕적임
참조

서로에게 결혼하지 않은 두 사람 사
이의 불법적인 성교. 경전에서 그것
은 또한 경우에 따라 배도에 대한 상
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마
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삼하

13:12. 음행을 멀리하라, 행 15:20.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고전 6:13~18.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
기 아내를 두고, 고전 7:2~3. 하나님
의 뜻은 이것이니 곧 음란을 버려야
함, 살전 4:3. 야곱이 니파이 백성에
게 음행을 경고함, 야곱 3:12. 너희의
살인과 음행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멸망이 무르익고 있음, 힐 8:26. 교회
에 가입하기 위해서 음행한 자는 반
드시 회개해야 함, 교성 42:74~78.

의(義)로운(RIGHTEOUS),

의로움(RIGHTEOUSNESS).
또한 걷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고결; 불의한, 불의; 하나님의
계명; 합당한, 합당 참조

올바르고, 거룩하며, 유덕하고, 고결
한 상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행함. 죄를 피함.
여호와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시
5:12.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
고, 시 34:15, 17(벧전 3:12).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잠
29:2(교성 98:9~10). 의에 주리고 목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마 5:6(3니
12:6).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를 구하라, 마 6:33.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마 25:46. 의인의 간구
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약 5:16.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는
것이라, 니전 17:35. 그가 의인들을
보전하시리니, 의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나니, 니전 22:17, 22. 주의
백성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사탄이



아무 권능도 갖지 못하나니, 니전
22:26. 의가 없을진대 행복이 없을지
라, 니후 2:13. 의인은 하나님의 왕국
을 상속하리니, 니후 9:18. 의인은 진
리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
니, 니후 9:40.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의로움의 상태로 변화되어야 함, 모
사 27:25~26. 의인들의 이름은 생명
의 책에 기록될 것이요, 앨 5:58. 죄
악을 행하는 가운데 행복을 구하였
음이니, 그러한 것은 저 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니라, 힐 13:38. 의인의
노래는 내게 기도가 되나니, 교성
25:12. 일어서서 의의 가슴판을 붙이
고, 교성 27:16(엡 6:14). 의인의 죽음
은 그들에게 달 것임이니라, 교성
42:46. 의인은 모든 나라 가운데서
모아지고, 교성 45:71. 사람은 모름
지기 자신의 자유의사로 많은 의를
이룩해야 하느니라, 교성 58:27. 의
의 일을 행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으리라, 교성 59:23. 재림시에 의
인과 악인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리
라, 교성 63:54. 하늘의 권능은 의의
원칙 위에서만 통제될 수 있음, 교성
121:36. 의인들 가운데는 평화가 있
더라, 교성 138:22. 시온의 백성이 의
롭게 거하며, 모세 7:18. 아브라함은
의의 추종자였음, 아브 1:2.

의(義)롭게 됨(JUSTIFICATION),

의롭게 되다(JUSTIFY). 또한
성결하게 됨; 속죄하다, 속죄
참조

죄에 대한 형벌에서 사면되어 죄가

없다고 선언되는 것. 사람은 구주에
대한 신앙을 통하여 그의 은혜에 의
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신앙은
회개와 율법 및 복음의 의식에 대한
순종에 의해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
도의 속죄는 인류가 회개하여 의롭
다 함을 얻거나 또는 그들이 얻게 될
형벌에서 사면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온 이스라엘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
아 의롭다 함을 얻을 것임, 사 45:25.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오직 율법
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
음, 롬 2:13.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롬 5:1~2, 9.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의
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전 6:11.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
심이라, 딛 3:7.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이 아니냐? 약 2:21. 사람은 오직 신
앙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함에 의해
서 의롭다 하심을 얻음, 약 2:14~26.
율법으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다 하
심을 얻지 못하나니, 니후 2:5. 나의
의로운 종이 많은 자를 의롭게 하리
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임이라, 모사 14:11(사 53:11). 너
희의 옷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끗
하게 되었노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앨 5:27.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
하여 의롭게 됨은 참됨, 교성
20:30~31 (교성 88:39). 성령으로써
너희가 의롭다 함을 얻고, 모세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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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이노스, 야곱의 아들

의무(義務, DUTY). 또한 순종,
순종하는, 순종하다 참조

경전에서 주 또는 그의 종들에 의해
서 종종 주어지는 직무, 지명, 또는
책임.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 12:13.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
직 정의를 행하며, 미 6:8.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
라, 행 5:29. 그들은 그들의 본분을
기억하도록 그들에게 일깨우는 고난
으로 치심을 당하였느니라, 모사
1:17. 장로, 제사, 교사, 집사의 의무
가 서술됨, 교성 20:38~67. 신권 소
유자는 모든 가족의 의무를 다 해야
함, 교성 20:47, 51. 침례 후의 회원
의 의무가 서술됨, 교성 20:68~69.
나의 장로들은 잠시 동안 기다려 나
의 백성이 자기의 의무에 대해서 더
욱 온전히 알게 해야 함, 교성
105:10. 모든 사람은 자기 의무를 배
우고, 교성 107:99~100.

의식(儀式, ORDINANCES). 또한
계보; 구원; 구원, 죽은 자를 위한;
성전, 주의 집; 인봉하다, 인봉
참조

성스러운 의례와 예식. 의식은 영적
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위들로 구
성된다. 의식은 또한 하나님의 율법
과 규례를 의미할 수 있다.

교회에서의 의식은 병자 축복(약
5:14~15), 성찬 축복(교성 20:77, 79),
침수로써의 침례(마 3:16; 교성

20:72~74), 유아 축복(교성 20:70), 성
신의 부여(교성 20:68; 33:15), 신권의
부여(교성 84:6~16; 107:41~52), 성전
의식(교성 124:39), 그리고 새롭고도
영원한성약의결혼(교성132:19~20)
이포함된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출
18:20.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겔 11:20.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식을 엄격히 준행하였으니, 앨
30:3. 우리가 그의 율례를 지킨 것이
무엇이유익한고? 3니 24:13~14. 기도
하는자, 그 심령이 통회한 자가 만일
나의 의식을 순종하면 그는 내게 받
아들여지느니라, 교성 52:14~19. 온
인류는 복음의 법과 의식을 순종함으
로써구원받을수있음, 신개1:3.
대리 의식: 산 사람이 죽은 자를 대신
하여 수행하는 종교 의식. 이러한 의
식은 오직 의식이 행해진 사람이 이
의식을 받아들이고, 그와 연관된 성
약을 지키며, 약속의 성령에 의해 인
봉될 때만 효력을 발한다. 이러한 의
식은 오늘날 성전 안에서 수행된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
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
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고전 15:29. 죽은 자를 위한 침례는
성전에서 수행되어야 함, 교성
124:29~36. 영계에 있는 영들이 죄
사함을 위한 대리 침례에 관한 가르
침을 받음, 교성 138:29~34.

이노스(ENOS), 야곱의 아들(SON

OF JACOB)



몰몬경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신앙을 통하여 그의 죄사함을 위해
기도하여서 그것을 받았던 니파이인
선지자이며 기록 보존자(이노
1:1~8). 주께서 이노스와 성약을 맺
고 몰몬경을 레이맨인에게 전하게
하였다(이노 1:15~17).
이노스서: 개인적인 용서를 위해, 그
의 백성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을 위해서 주께 드린 이노스의 기도
에 관해 말해 주는, 몰몬경에 있는
한 책. 주께서 몰몬경이 보존되어서
미래에 레이맨인들에게 전해질 것이
라고 그에게 약속하였다. 비록 이 책
은 단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기도
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았으며, 또 그가 죽기 전
에 구속주에 대한 지식으로 기뻐하
였던 사람에 대한 힘있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이더(ETHER). 또한 야렛인 참조
몰몬경에 나오는 마지막 야렛인 선
지자(이더 12:1~2).
이더서: 몰몬경에서 야렛인의 기록
의 일부가 실려 있는 책. 야렛인은
리하이의 백성 이전에 여러 세기 앞
서 서반구에서 살았던 한 무리의 백
성이다. 이더서는 림하이의 백성들
에 의해 발견된 스물넉 장의 판에서
취해졌다(모사 8:8~9).

1~2장은 야렛인들이 어떻게 바벨
탑 시대에 그들의 거주지를 떠나서
현재 미대륙으로 알려져 있는 곳을
향한 여행을 시작하였는지를 말해

주고 있다. 3~6장은 야렛의 형제가
어떻게 전세의 구주를 보았으며 또
야렛인들이 여덟 척의 배를 타고 여
행하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7~11
장은 야렛인 역사의 많은 부분을 점
하고 있는 사악함의 역사가 계속되
고 있다. 이더의 기록을 편집한 모로
나이는 12~13장에서 신앙에 의해 행
해진 이적들과 그리스도, 그리고 앞
으로 올 새 예루살렘에 관해 적었다.
14~15장은 야렛인들이 어떻게 해서
강대한 국가가 되었으나 사악함으로
인한 내전으로 멸망되었는지를 말해
주고 있다.

이드로(JETHRO). 또한 모세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한 후에 그에게 거주지를 주었
던 미디안의 지도자이며 제사장. 그
는 또한 르우엘이라고도 불리웠다
(출 2:18). 모세는 훗날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였다(출 3:1; 4:18;
18:1~12). 이드로는 모세에게 위임
하는 것을 가르쳤다(출 18:13~27).
모세는 이드로에게서 멜기세덱 신권
을 받았다(교성 84:6~7).

이방인(異邦人, GENTILES)

경전에서 사용된 것처럼, 이방인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다. 때때로 그
것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사람을
가리키고, 어떤 때는 유대 혈통이 아
닌 사람을, 또 다른 때는 그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핏줄인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복음을 갖지 않은 나
라들을 지칭한다. 이 후자의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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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에서
사용된 이 단어의 특성이다.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자(이방인)와 결혼해서는 안되
었음, 신 7:1~3. 여호와께서 오셔서
이방인의 빛이 되실 것임, 사 42:6.
베드로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
라는 명령을 받았음, 행 10:9~48. 하
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회개를 주셨
도다, 행 11:18.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거나 침례를 받아 한 교회
가 됨, 고전 12:13. 이방인들이 복음
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엡 3:6. 몰몬
경은 이방인을 위하여 기록되었음,
몰몬경 표제지(몰 3:17). 이방인 가
운데 한 사람이 물들 위로 나아가서
는, 니전 13:12. 다른 책들이 이방인
들에게서 나아와서는, 니전 13:39.
충만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나아올
것이요, 니전 15:13(3니 16:7; 교성
20:9). 이 땅은 이방인들에게 자유의
땅이 될 것이며, 니후 10:11. 이방인
들이 들 감람나무에 비유됨, 야곱 5.
복음은 이방인의 때에 나올 것임, 교
성 45:28(교성 19:27). 말씀이 땅 끝
까지 나아갈 것이니, 먼저는 이방인
에게요, 그러고 나서 유대인에게라,
교성 90:8~10. 칠십인은 이방인에게
특별한 증인이 됨, 교성 107:25. 나의
교회의 장로들을 보내어 모든 나라
들에 호소하라, 먼저는 이방인에게
요, 그 다음은 유대인에게로다, 교성
133:8.

이브(EVE). 또한 아담; 아담과

이브의 타락; 에덴 참조
이 지상에 살게 된 첫 번째 여자(창
2:21~25; 3:20). 그녀는 아담의 아내
였다. 히브리어로 그 이름은“생명”
을 의미하며 또 이브가 지상에서 첫
번째 어머니였음을 말하고 있다(모
세 4:26). 그녀와 첫 번째 사람인 아
담은 온 인류의 영원한 진보를 가능
하게 하는 일에서 그들의 역할에 대
한 영원한 영광을 나누었다.
이브가 유혹을 받아 금지된 열매를
취하였음, 창 3(니후 2:15~20; 모세 4
장). 이브가 타락의 필요성과 구속의
기쁨을 인식함, 모세 5:11~12.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이 영계에 관한 시
현에서 이브를 봄, 교성 138:39.

이사야(ISAIAH)

주전 740년~701년에 예언하였던 구
약전서에 나오는 선지자. 히스기야
왕의 수석 고문으로서, 이사야는 종
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커다란 영
향을 미쳤다.

예수는 다른 어떤 예언서보다도
더욱 자주 이사야서를 인용하였다.
이사야서는 또한 신약전서에서 베드
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바울에 의
해 자주 인용되었다. 몰몬경과 교리
와 성약은 다른 어떤 예언서보다도
이사야서에서 많이 인용하였으며,
이사야서를 해석하는 데 많은 도움
을 제공하고 있다. 니파이는 이사야
의 기록을 통해 그의 백성들을 가르
쳤다(니후 12~24; 사 2~14). 주께서
니파이인에게“이사야의 말이 위대



함이라”가르치셨으며 또 이사야가
예언한 모든 것들이 성취될 것이라
고 가르치셨다(3니 23:1~3).
이사야서: 구약전서에 있는 책. 이사
야서의 많은 예언들이 구속주의 오
심, 곧 지상에서의 성역과(사 9:6) 마
지막 날에 위대한 왕으로서 오심을
(사 63) 다루고 있다. 그는 또한 이스
라엘의 미래에 관해 많은 것을 예언
하였다.

1장은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 대
한 서문이다. 이사야 7:14, 9:6~7,
11:1~5, 53:1~12 그리고 61:1~3은 구
주의 사명을 미리 알리고 있다. 2,
11, 12, 35장은 복음이 회복되고, 이
스라엘이 집합되며, 메마른 땅이 장
미처럼 피어나게 되는 후일의 사건
들을 다루고 있다. 29장은 몰몬경의
나타남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다(니
후 27). 40~46장은 이교 숭배자들의
우상 신들에 대하여 참된 신으로서
의 여호와의 우월성을 선포하고 있
다. 나머지 47~66장은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의 주님의 거하심과 함께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회복에 있어서
일어날 사건들과 시온의 세워짐을
다루고 있다.

이사이어스(ESAIAS)

이사야라는 이름의 신약전서(그리
스어) 형태(눅 4:17). 이사이어스는
또한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선지
자이기도 하다(교성 76:100; 84:11).

이삭(ISAAC). 또한 아브라함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족장. 아브라함

과 사라의 노년에 그가 태어난 것은
하나의 기적이었다(창 15:4~6;
17:15~21; 21:1~8). 아브라함이 이삭
을 기꺼이 바치려 하였음은 하나님
과 그의 독생자의 하나의 예표였다
(야곱 4:5). 이삭은 아브라함의 성약
의 약속의 상속자였다(창 21:9~12;
니전 17:40; 교성 27:10).
이삭이 태어남, 창 21:1~7. 모리아 산
에서 희생으로 바쳐질 뻔했음, 창
22:1~19(교성101:4).결혼을함, 창24.
그의 아들들과의 일, 창 27:1~28:9. 아
브라함 및 야곱과 함께 승영을 받았
음, 교성132:37(마8:11).

이새(JESSE). 또한 다윗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다윗의 아버지이
며, 그리스도 및 유다의 모든 왕들의
조상.
룻의 아들 오벳이 이새의 아버지였
더라, 룻 4:17, 22. 이새의 조상들이
유다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열거됨,
대상 2:5~12(마 1:5~6).

이세벨(JEZEBEL). 또한 아합 참조
구약전서에서, 베니게에서 온 한 악
한 여인. 그녀는 엘리야가 선지자로
있는 동안 통치하였던 이스라엘의
왕아합의(왕상16:30~31) 아내였다.

이세벨의 아합과의 결혼은 다른
어떤 단일 사건보다도 더욱 이스라
엘 북방 왕국의 몰락을 초래하였다.
이세벨은 그녀의 땅에서 가장 나쁜
형태의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에 들
여와서 여호와의 예배를 대치하였다
(왕상 18:1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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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임, 왕상 18:4.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애씀, 왕상 19:1~3. 이세벨의
사악함이 그녀의 비참한 죽음으로
끝남, 왕하 9:30~37.

이스라엘(ISRAEL). 또한
아브라함－아브라함의 후손;
야곱, 이삭의 아들; 입양 참조

구약전서에서, 주는 이삭의 아들이
며 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창
32:28; 35:10).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은 야곱 자신, 그의 후손, 또는 구약
시대에 그 후손이 한때 소유하였던
왕국을 지칭할 수도 있다(삼하 1:24;
23:3). 모세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
굽의 속박에서 인도해 낸 후에(출
3~14), 그들은 삼백 년 이상 사사들
의 통치를 받았다. 사울 왕에서 시작
하여 솔로몬의 사망 때 열 지파가 르
호보암에게 모반하여 별도의 나라를
만들 때까지 왕들이 통일 이스라엘
을 통치하였다. 이스라엘 왕국이 분
열된 후에 북방의 지파들은 다수로
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유지한
반면에 남방의 왕국은 유다라 불리
었다. 오늘날 가나안 땅이 또한 이스
라엘이라 불린다. 또 다른 뜻으로 이
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
는 자를 의미한다(롬 10:1; 11:7; 갈
6:16; 엡 2:12).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아브라함의
손자로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
었던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
다. 그들의 후손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또는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알
려져 왔다. 열두 지파는 다음과 같
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잇사
갈, 그리고 스불론(야곱과 레아 사이
의 아들들), 단과 납달리(야곱과 빌
하 사이의 아들들), 갓과 아셀(야곱
과 실바 사이의 아들들), 요셉과 베
냐민(야곱과 라헬 사이의 아들
들)(창 29:32~30:24; 35:16~18).

야곱은 그가 죽기 전에 각 지파
지도자에게 축복을 주었다(창
49:1~28).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야곱
의 각 아들의 이름을 참조.

르우벤,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
아의 장자로 그의 장자의 명분이라
는 축복과 유업의 두 몫을 부도덕으
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다(창 49:3~4).
그러고 나서 장자의 명분은 야곱의
두 번째 아내 라헬의 장자였던 요셉
에게로 갔다(대상 5:1~2). 주께서 그
의 신권 사역자로 봉사하도록 택하
신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들 가운데
서 일하는 그들의 특별한 부름 때문
에 유업을 받지 않았다. 이 일로 요
셉의 두 몫을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
임과 므낫세가 나누어 가지게 되어
서(대상 5:1; 렘 31:9), 이스라엘의 별
개의 지파로 헤아려졌다(조성, 창
48:5~6).

유다 지파의 구성원들은 메시야
가 오실 때까지 통치자가 되어야 했
다(창 49:10; 조성, 창 50:24). 후일에
에브라임 지파는 복음의 회복에 대
한 메시지를 세상에 가져오고 분산
된 이스라엘을 집합시키는 특권을



갖는다(신 33:13~17). 때가 오면 예
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에브
라임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통합시키는 일에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사 11:12~13; 교성
133:26~34).
이스라엘의 흩어짐: 주는 이스라엘
의 열두 지파가 그들의 의롭지 못함
과 모반 때문에 흩어지게 하시고 고
통을 당하도록 하셨다. 하지만 주는
또한 세상 나라 가운데로의 그의 택
한 백성의 흩어짐을 이용하여서 그
러한 나라들을 축복하셨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
이요, 레 26:33. 여호와께서 너를 만
민 중에 흩으시리니, 신 28:25, 37,
64.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
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
며, 렘 29:18~19.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암 9:9(슥
10:9).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집의 잃
어버린 양에게 보내심을 받았음, 마
15:24.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요 10:16. 이스라
엘이 온 땅 위에 흩어질 것임, 니전
22:3~8. 야곱이 가꾼 감람나무와 들
감람나무에 관한 지노스의 비유를
설명함, 야곱 5~6. 아버지의 사업이
흩어진 지파들 가운데서 시작되리
라, 3니 21:26.
이스라엘의 집합: 이스라엘 집은 그
리스도가 오시기 전, 마지막 날에 함
께 집합될 것이다(신개 1:10). 주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를 받아들
이고 또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들을

집합시키실 것이다.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또 그들이 오
리라, 사 5:26.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사 54:7.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들의 땅에서 집합될 것임, 렘 30:3.
주께서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겔
28:25.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그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엡 1:10. 이스라
엘이 흩어진 후에 모이게 될 것임,
니전 15:12~17. 주께서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모든 백성을 모아들이리
라, 니전 19:16(3니 16:5). 그들이 캄
캄한 데서 인도되어 나와서 주께서
그들의 구주인줄 알게 되리이다, 니
전 22:12.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모으시고 헤아리시며, 니전 22:25.
이방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데리고 나아올 것이
라, 니후 10:8(3니 16:4). 나의 백성과
나의 말이 하나로 모일 것인즉, 니후
29:13~14. 장로들은 택함받은 자의
집합을 이루도록 부름을 받았음, 교
성 29:7(교성 39:11). 나는 나의 택함
을 받은 자를 모으리라, 교성 33:6.
내가 너희에게 나의 율법을 주고 너
희가 권능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집
합하라, 교성 38:31~33. 나는 이스라
엘 집에 속한 나의 백성을 회복할 것
임, 교성 39:11. 성도들은 나아오리
라, 교성 45:46. 모세가 집합의 열쇠
를 전해 줌, 교성 110:11. 의와 진리
가 땅을 휩쓸고 주의 택한 자를 집합
시키리라, 모세 7:62. 집합이 주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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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곳에 모여드는 독수리에 비유
됨, 조마 1:27.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열 지파: 이스
라엘의 열 지파가 이스라엘의 북왕
국을 구성하였으며 주전 721년에 앗
수르에 포로로 끌려갔다. 그때에 그
들은“북방 나라”로 갔으며 다른 사
람들에게 잊혀진 바 되었다. 후일에
그들은 돌아올 것이다.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사 43:6. 어떤 사람은 북쪽에서 오리
라, 사 49:12(니전 21:12). 유다 족속
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
서부터 나와서, 렘 3:18. 이스라엘 자
손을 북방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
호와께서 살아 계심, 렘 16:14~16.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렘 31:8. 니파이인들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들의 말씀
을 갖게 될 것이며, 니후 29:12~13.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들에
게 나를 보이러 가노라, 3니 17:4. 복
음이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들에게
전파될 때, 잃어버린 지파들이 그들
의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 3니
21:26~29. 모세가 이스라엘 집합의
열쇠를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
드리에게 맡김, 교성 110:11. 북방 나
라들에 있는 자들은 주 앞에 기억된
바 될 것이요, 교성 133:26~32. 우리
는 이스라엘이 문자 그대로 집합할
것을 믿는다, 신개 1:10.

이스라엘 자손(子孫)(CHILDREN

OF ISRAEL). 이스라엘 참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HOLY

ONE OF ISRAEL). 예수
그리스도 참조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支派)

(TWELVE TRIBES OF

ISRAEL).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참조

이스라엘의 집합(集合)

(GATHERING OF ISRAEL).
이스라엘－이스라엘의 집합
참조

이스라엘의 흩어짐(SCATTERING

OF ISRAEL).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흩어짐 참조

이스마엘(ISHMAEL), 

니파이의 장인(丈人)

(FATHER-IN-LAW OF NEPHI).
또한 리하이, 니파이의 아버지
참조

몰몬경에 나오는, 그의 가족을 데리
고 리하이의 가족과 합류하여 약속
의 땅으로 여행하였던 사람.
니파이와 그의 형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이스마엘과 그의 가족
에게 리하이와 그의 가족과 동행하
여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을 설득함,
니전 7:2~5. 두 가족이 통혼함, 니전
16:7.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죽음, 니
전 16:34.

이스마엘(ISHMAEL), 아브라함의

아들(SON OF ABRAHAM).
또한 아브라함; 하갈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



라의 애굽인 여종이었던 하갈 사이
의 아들(창 16:11~16). 여호와께서는
이스마엘이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과 하갈에게 약속
하셨다(창 21:8~21).
성약은 이스마엘보다는 이삭을 통하
여 왔음, 창 17:19~21(갈 4:22~5:1).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축복하셔서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창 17:20.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매장하는 것
을 도움, 창 25:8~9. 이스마엘의 열 두
아들의 이름이 거명됨, 창 25:12~16.
이스마엘이 죽음, 창 25:17~18. 에서
가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음, 창28:9.

이해(理解, UNDERSTANDING).
또한 지식; 지혜; 진리 참조

어떤 진리의 의미에 관한 지식을 얻
거나 인지하는 것으로 그것을 생활
에 적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 3:5. 네
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
을지니라, 잠 4:7.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으며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
지 못함, 마 13:12~17. 주께서 그들
의 마음을 여심, 눅 24:45. 만일 너희
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면, 이
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일
것이라, 니후 32:4(3니 17:3). 기록들
이 우리로 읽고 깨닫게 하기 위해 보
존되었음, 모사 1:2~5.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던지라, 모사
26:3. 그들이 온전한 이해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앨 17:2~3. 말씀은 나
의 이해력을 밝혀 주기 시작하나니,
앨 32:28. 너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치를 논하자, 교성
50:10~12, 19~23. 부모는 그 자녀에
게 이해하도록 반드시 가르쳐야 함,
교성 68:25. 주의 일과 그의 왕국의
여러 비밀은 성령으로써만 이해될
수 있음, 교성 76:114~116.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 깨닫지 못
하도록 애쓰는지라, 교성 78:10. 그
리스도의 빛은 우리의 이해력을 일
으키는 빛이니라, 교성 88:11.

이혼(離婚, DIVORCE). 또한 결혼,
결혼하다 참조

세속적인 법률 또는 교회 율법의 권
능을 통한 결혼의 종료. 신약전서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어떤 조건 아래에서
는 이혼을 허락하였다. 하지만 예수
가 설명한 것처럼“본래는 그렇지 아
니하였다”(마 19:3~12). 경전은 일반
적으로 이혼에 반대하는 권고를 주
고 있으며, 남편과 아내가 의 안에서
서로 사랑할 것을 충고하고 있다(고
전 7:10~12; 교성 42:22).

인내(忍耐, PATIENCE). 또한
견디다; 온유한, 온유 참조

침착한참을성; 괴로움, 모욕, 또는손
해를불평이나보복없이참는능력.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
라, 시 37:7~8.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잠 14:29. 너
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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눅 21:19. 우리는 인내로 그리고 성
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짐, 롬 15:4.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
업으로 받는 자를 본받는 자가 되라,
히 6:12~15.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약
1:2~4.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약 5:11. 그들이 주의 모든 뜻에 즐거
이 인내를 가지고 복종하였더라, 모
사 24:15. 네가 또 이 모든 일을 인내
로 참았음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
연고니, 앨 38:4~5. 너희가 온전하게
되기까지 계속하여 인내하라, 교성
67:13.

인봉(印封)하다(SEAL), 인봉

(SEALING). 또한 신권; 엘리야;
의식 참조

신권 권세에 의해 지상에서 집행된
의식을 하늘에서도 유효하게 만드는
것. 의식은 그것이 성신, 곧 약속의
성령의 승인을 받을 때 인봉된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
에서도 매일 것이요, 마 16:19(마
18:18; 교성 124:93; 132:46). 너희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
니, 엡 1:13. 내가 네게 권능을 주노
니,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인봉하
면 하늘에서도 인봉될 것이요, 힐
10:7. 그들에게는 땅에서나 하늘에
서도 함께 인 칠 권능이 주어졌나니,
교성 1:8. 해의 영광에 있는 자들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봉됨, 교성
76:50~70. 엘리야가 인봉 권능의 열
쇠를 조셉 스미스의 손에 맡김, 교성
110:13~16. 이는 인봉하고 매는 권

능이요, 교성 128:14. 더 확실한 예언
의 말씀은 사람이 영생에 이르도록
인봉되었음을 아는 것을 뜻하느니
라, 교성 131:5. 약속의 성령에 의하
여 인봉되지 아니한 모든 계약은 사
람이 죽을 때 끝이 남, 교성 132:7. 성
전에서 행해지는 큰 일에는 자녀를
그들의 부모들에게 인봉하는 일이
포함됨, 교성 138:47~48.

인자(人子, SON OF MAN). 또한
하나님, 신회; 예수 그리스도
참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말할 때 사
용하였던 칭호(눅 9:22; 눅 21:36). 그
것은 거룩한 사람의 아들을 의미한
다. 거룩한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이다. 예수께서 자
신을 인자라 하였을 때, 이는 아버지
와 그와의 신성한 관계를 공개적으
로 선언한 것이었다. 이 칭호는 복음
서에서 자주 발견된다. 후일의 계시
는 구주의 이 이름이 지닌 특별한 의
미와 성스러움을 확인하여 준다(교
성 45:39; 49:6, 22; 58:65; 모세 6:57).

일라이어스(ELIAS). 또한 엘리야
참조

일라이어스라는 이름 또는 칭호는
경전에서 여러 번 사용되고 있다.
엘리야: 마 17:3~4, 눅 4:25~26, 그리
고 약 5:17에 있는 것처럼 일라이어
스는 엘리야(히브리어)의 신약전서
(그리스어) 형태이다. 이러한 경우를
살펴 보건대, 일라이어스는 열왕기
상하에 그의 성역이 기록되어 있는



고대 선지자 엘리야이다.
예비자: 일라이어스는 또한 예비자
에 대한 칭호이다. 예를 들어, 침례
요한은 그가 예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내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일
라이어스였다(마 17:12~13).
회복자: 일라이어스라는 칭호는 또
한 계시자 요한(교성 77:14), 그리고
가브리엘(눅 1:11~20; 교성 27:6~7;
110:12) 처럼 성취할 특정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적용
되어 왔다.
아브라함의 경륜의 시대의 한 사람:
아브라함의 시대에 살았으며 이사이
어스 또는 일라이어스라 불리었던
선지자(교성 84:11~13; 110:12).

일부다처(一夫多妻, POLYGAMY).
결혼, 결혼하다－복수결혼 참조

일요일(日曜日, SUNDAY). 안식일
참조

잃어버린 지파(支派)(LOST

TRIBES).
이스라엘－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열 지파 참조

임마누엘(IMMANUEL). 또한 예수
그리스도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하나.
그것은“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
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에서 왔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구원(사
7:14)의 표시로 주어진 이름이자 칭
호이다. 임마누엘에 대한 이사야의
언급은 예수의 필멸의 탄생의 한 예

언으로서 마태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마 1:18~25). 이 이름은
또한 후일의 경전에도 나타난다(니
후 17:14; 니후 18:8; 교성 128:22).

입양(入養, ADOPTION). 또한
그리스도의 자녀;
아브라함－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참조

경전에는 두 가지 형태의 입양에 대
해 언급되어 있다.
⑴ 이스라엘 혈통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을 가지고 침수로써 침례를 받고 성
신을 받음으로써 아브라함의 가족과
이스라엘의 집의 일원이 되는 것(니
후 31:17~18; 교성 84:73~74; 아브
2:6, 11).
⑵ 복음의 구원 의식들을 받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계속
순종함으로써 그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롬 8:15~17; 갈 3:24~29; 4:5~7; 모
사5:7~8).

잇사갈(ISSACHAR). 또한 야곱,
이삭의 아들; 이스라엘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야곱과 레아 사
이의 아들(창 30:17~18; 35:23;
46:13). 그의 후손은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 중 하나가 되었다.
잇사갈 지파: 잇사갈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 창세기 49:14~15에 찾을 수
있다.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이 지파
는 에스드랠론 평야를 포함하여 팔
레스타인의 가장 풍요로운 땅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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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받았다. 잇사갈의 경계 안에는
유대 역사상 중요한 장소가 여럿 있
는데, 예를 들면 갈멜, 므깃도, 도단,
길보아, 이스르엘, 다볼, 그리고 나
사렛(수 19:17~23) 등이다.

자랑(BOASTING). 교만 참조

자매(姉妹, SISTER). 또한 사람,
사람들; 형제들, 형제 참조

모든 남자와 여자는 우리의 하늘 아
버지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형제이며
자매이다. 교회의 여자 회원과 친구
는 종종 자매로 지칭된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
제요 자매요, 마 12:50(막 3:35). 교회
에서 형제들과 자매들 사이에 죄의
고백을 처리하는 율법이 설명됨, 교
성 42:88~93.

자비(慈悲)로운(MERCIFUL),

자비(MERCY). 또한 공의;
속죄하다, 속죄; 예수 그리스도;
용서하다; 은혜 참조

다정함, 긍휼, 그리고 용서의 정신.
자비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
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속죄 희
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
신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출
34:6(신 4:31).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
함이로다, 대상 16:34. 선하심과 인
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시 23:6. 빈
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잠 14:21.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호
6:6.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

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
이요, 마 5:7(3니 12:7). 십일조는 드
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
과 믿음을 버린 외식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 것임, 마 23:23. 너희 아버지
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
운 자가 되라, 눅 6:36. 우리의 의로
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구원
을 받음, 딛 3:5. 주의 친절하신 자비
가 모두의 위에 있어, 니전 1:20. 자
비가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을 주장
할 수 없나니, 모사 2:38~39. 하나님
은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자
비로우시니, 앨 32:22. 자비가 공의
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 앨
34:16. 너는 자비가 공의를 앗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앨 42:25(앨
42:13~25). 어린아이들은 그의 자비
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 살아 있음
이라, 모로 8:19~20(교성 29:46). 자
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팔이 너희
죄를 속죄하였느니라, 교성 29:1. 내
가 흘렸던 그 피의 공덕으로 말미암
아 내가 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위
하여 아버지 앞에서 변호하였음이니
라, 교성 38:4. 성약을 지킨 자들은
자비를 얻을 것임이니라, 교성 54:6.
나 주가 죄를 용서하며, 겸손한 마음
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자
비로우니라, 교성 61:2. 나 주가 온유
한 자 모두에게 자비를 보임이니, 교
성 97:2. 어린아이와 같이 너를 영접
하는 자는 나의 왕국을 영접하는 것
이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임이라,



교성 99:3. 자비는 당신 얼굴을 앞서
나아가며, 모세 7:31.

자애(慈愛, CHARITY). 또한 긍휼;
복지; 사랑; 섬김 참조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모로 7:47).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자녀들에 대해
지니신 사랑이며 사람의 자녀가 서
로 간에 가져야 할 사랑이다(니후
26:30; 33:7~9; 이더 12:33~34). 가장
높고 가장 고귀하며 가장 강한 종류
의 사랑으로 단순한 애정이 아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전 8:1. 자애, 순수한 사
랑, 다른 모든 것보다도 더 훌륭하고
또 더 나음, 고전 13. 이 교훈의 목적
은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거늘, 딤전 1:5.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벧후 1:7. 주께서는 계명을
주시어 모든 사람은 자애를 가져야
한다고 하셨으니, 니후 26:30(모로
7:44~47). 돌아보아 너희에게 신앙과
소망과 사랑이 있게 할지니, 앨 7:24.
주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이 사랑이
참 사랑임, 이더 12:33~34. 사람들이
이 사랑을 갖지 아니할진대 아버지
의 거처에 예비하신 그 처소를 기업
으로 얻을 수 없삽나이다, 이더
12:34(모로 10:20~21). 모로나이가
신앙, 소망, 사랑에 관한 몰몬의 말씀
을 적음, 모로 7. 자애는 사람으로 하
여금 주의 일을 행할 자격이 있게 함,
교성 4:5~6(교성 12:8). 사랑의 띠로
몸을 두르라, 교성 88:125. 사랑이 네
가슴에 가득하게 하라, 교성 121:45.

자유의지(自由意志, FREE

AGENCY). 선택의지 참조

자유(自由)로운(FREE),

자유(FREEDOM). 또한
사로잡힘; 선택의지; 해방 참조

강제성 없이 선택하는 개인의 힘 또
는 능력. 영적인 의미로는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죄
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모
사 5:8).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
8:32.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이들
은 영생을 받음, 롬 6:19~23. 이스라
엘의 집의 한 의로운 가지가 사로잡
힘에서 자유로움으로 인도될 것임,
니후 3:5. 그들이 그들의 자유를 위
하여 주께 부르짖더라, 앨 43:48~50.
모로나이는 그 나라의 자유를 기뻐
하였음, 앨 48:11. 하나님의 영은 자
유의 정신임, 앨 61:15.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는 자유로운 백성이
될 것이요, 교성 38:22.

자유(自由)의 기치(旗幟)(TITLE OF

LIBERTY). 또한 모로나이, 대장
참조

몰몬경에 나오는 니파이인 군대 최
고 사령관인 모로나이가 들어 올린
깃발. 모로나이는 이 깃발을 만들어
니파이 백성이 그들의 종교와 자유
와 평화와 가족을 수호하도록 영감
을 주었다.
모로나이가 자신의 찢은 겉옷으로
자유의 기치를 만듦, 앨 4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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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치를 지키기 원하는 사람들이 성
약을 맺음, 앨 46:20~22. 모로나이가
각 망대 위에 기치를 게양하게 하였
음, 앨 46:36(앨 51:20).

잠(SLEEP)

사람이 활동하지 않고 무의식적인
안식의 상태. 주는 그의 성도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오래 잠자지 않도록
권고하셨다(교성 88:124). 잠은 또한
영적인 죽음(고전 11:30; 니후 1:13),
또는 현세적 사망에(몰 9:13) 대한
상징이 될 수 있다.

잠언(箴言, PROVERB)

간결한 도덕적 격언 또는 권고.
잠언: 많은 비유, 격언, 그리고 시를
담고 있는 구약전서의 책으로 그 일
부는 솔로몬이 기록하였다. 잠언은
신약전서에 자주 인용된다.

1~9장은 참된 지혜에 대한 해설
이다. 10~24장은 생활의 옳고 그른
길에 관한 격언의 모음이다. 25~29
장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사람들이
기록한 솔로몬의 잠언이 실려 있다.
30~31장은 유덕한 여인에 대한 묘사
가 포함되어 있다.

장로(長老, ELDER). 또한 멜기세덱
신권; 신권 참조

장로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여러 가
지로 사용된다. 구약전서에서 그것
은 종종 한 부족에서 연로한 사람들
을 지칭하는 데 일반적으로 그들에
게 다스리는 일이 맡겨졌다(창 50:7;
수 20:4; 룻 4:2; 마 15:2). 그들의 연
령과 경험은 그들의 권고를 값진 것

으로 만들었다. 그들의 지위가 반드
시 신권 부름일 필요는 없었다.

구약 시대에는 멜기세덱 신권에
성임된 장로가 또한 있었다(출
24:9~11). 신약전서에서, 장로는 교
회에서 신권 직분으로서 언급되어
있다(약 5:14~15). 또한 니파이인들
가운데에 신권에 성임된 장로가 있
었다(앨 4:7, 16; 모로 3:1). 이 경륜의
시대에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
우드리는 성임된 첫 번째 장로들이
었다(교성 20:2~3).

장로는 현재 멜기세덱 신권의 모
든 소유자들에게 주어지는 칭호이
다. 예를 들어 남자 선교사는 장로로
불린다. 또한 사도는 장로이며, 십이
사도 정원회 또는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도 이 칭호로 말하는 것이 적절
하다(교성 20:38; 벧전 5:1). 오늘날
교회에서 성임된 장로의 의무가 후
일의 계시 가운데 주어졌다(교성
20:38~45; 42:44; 46:2; 107:12).
모세가 써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
게 주고, 신 31:9. 바나바가 부조를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냄, 행 11:30.
장로들이 각 교회에 성임됨, 행
14:23(딛 1:5).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
기 위해 장로들을 청하라, 약 5:14.
장로는 안수함으로써 성임됨, 앨
6:1. 장로들은 자녀들을 축복해야 하
느니라, 교성 20:70. 장로들은 성령
에 의하여 모임을 사회해야 함, 교성
46:2. 장로들은 각자의 청지기 직분
의 보고서를 제출할지니라, 교성
72:5. 장로들은 나라들에 복음을 전



파해야 함, 교성 133:8.

장자(長子, FIRSTBORN). 또한
예수 그리스도; 장자의 명분 참조

고대 족장 시대에, 장자는 장자의 명
분을 받았으며(창 43:33) 또 나아가
아버지가 사망했을 경우 가족의 지
도력을 상속받았다. 장자는 이러한
책임을 맡기에 합당해야 했으며(대
상 5:1~2) 불의함으로 인해 그의 장
자의 명분을 잃을 수 있었다.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장자는 하
나님께 속한 것으로 여겨졌다. 장자
는 그의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서 두
몫을 받았다(신 21:17). 그의 아버지
의 사망 이후에, 그는 그의 어머니
와 여자 형제들을 보살필 책임이 있
었다.

동물 가운데서 첫 번째 난 수컷은
또한 하나님께 속하였다. 정결한 동
물은 제물로 사용된 반면에 부정한
동물은 대속물이 되거나 팔리거나
죽음에 처해졌다(출 13:2, 11~13;
34:19~20; 레 27:11~13, 26~27).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지상에
서의 그의 성역을 상징하였으며, 사
람들에게 위대한 메시야가 오시리라
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모세
5:4~8; 6:63).

예수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영의
자녀들 중의 장자였고, 육으로는 하
나님의 독생자였으며, 또 부활에 있
어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서는
첫 번째였다(골 1:13~18). 충실한 성
도는 영원히 장자의 교회의 회원이
됨(교성 93:21~22).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출
22:29.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민
3:13.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롬 8:29. 그
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심, 히 1:6. 그들은 장자의 교회 회
원인 자들이요, 교성 76:54, 94. 그것
은 조상으로부터 내게 부여되었나니,
바로장자의권리이니라, 아브1:3.

장자(長子)의 명분(名分)

(BIRTHRIGHT). 또한 성약; 장자
참조

장자에게 속한 상속권. 넓은 의미로
장자의 명분은 그가 한 가족 및 문화
권에 태어났을 때 한 사람에게 전해
진 일부 또는 모든 권리 또는 상속을
포함한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창 25:29~34(창 27:36). 장자가 그의
나이에 따라 앉음, 창 43:33. 그는 에
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창 48:14~20(렘 31:9). 장자의 명분
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대상 5:2. 에
서가 그의 장자의 명분을 팔았음, 히
12:16. 너희가 합법적인 상속자요,
교성 86:9. 시온은 혈통에 의하여 신
권에 대해 권리가 있으며, 교성
113:8(아브 2:9~11).

재물(財物, WEALTH). 부 참조

잭슨 군(JACKSON COUNTY),

미주리(MISSOURI) 주(州)(미국).
또한 새 예루살렘 참조

후일에 성도들이 집합할 장소. 즉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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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저주하다, 저주

들이 새 예루살렘을 세우게 될 중심
지(교성 57~58; 82; 101:69~71;
105:28).

저주(詛呪)하다(CURSE),

저주(CURSE). 또한 모독; 정죄
참조

경전에서, 저주는 주로 불의 때문에
사물이나 사람 혹은 백성들 위에 심
판과 그 결과를 허락하거나 가져오
는 신성한 율법의 적용이다. 저주는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과 공의의 표
현이다. 하나님이 저주를 직접 내릴
수도 있고 그의 권세를 받은 종들에
의해 내려질 수 있다. 때때로 저주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오직 하나님만
이 알고 계신다. 이에 더하여 저주
받은 상태는 하나님에게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그로 인하여 그 자신들
이 주의 영으로부터 물러난 사람들
이 경험한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
인 또는 사람들의 신앙 그리고 복음
의 법과 의식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
암아 저주를 없애 주실 수도 있다(앨
23:16~18; 3니2:14~16; 신개1:3).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셨음, 창
3:13~15(모세 4:19~21). 아담과 이브
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창
3:17~19(모세 4:23~25). 여호와께서
아벨을 죽인 것에 대해 가인을 저주
하셨음, 창 4:11~16(모세 5:22~41).
여호와께서 가나안과 그 후손을 저
주하셨음, 창 9:25~27(모세 7:6~8;
아브 1:21~27). 이스라엘이 하나님

께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며 불
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임, 신
28:1~68(신 29:18~28). 게하시와 그
후손들이 나아만의 나병으로 저주를
받음, 왕하 5:20~27. 여호와께서 십
일조와 헌물을 바치지 않는 것으로
고대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하셨음,
말 3:6~10. 예수께서 한 무화과나무
를 저주하시니 나무가 죽었음, 막
11:11~14, 20~21. 예수께서 여러 도
시들, 고라신, 벳새다, 가버나움을
저주하셨음, 눅 10:10~15. 레이맨인
들이 주께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주의 면전에서 갈라져 나가
저주받음, 니후 5:20~24. 모든 사람
은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권유받
음, 니후 26:33. 주께서는 음행한 자
들을 저주하실 것임, 야곱 2:31~33.
니파이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레
이맨인보다 더 큰 저주를 받을 것임,
야곱 3:3~5. 거역한 사람들은 저주를
자초함, 앨 3:18~19(신 11:26~28).
코리호어가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이끌어낸 일로 저주를 받음, 앨
30:43~60. 주께서 백성들의 죄악으
로 인해 니파이인들의 땅과 재물을
저주하셨음, 힐 13:22~23(니후 1:7;
앨 37:31). 주께서 간악한 야렛인들
을 저주하셨음, 이더 9:28~35. 그리
스도의 속죄는 아담의 저주를 어린
아이들에게서 거두어 가심, 모로
8:8~12. 주에게서 돌아서는 자는 저
주를 받음, 교성 41:1. 아버지들과 자
녀들 간에 굳게 매는 연결이 없으면
땅은 저주로 치심을 당할 것임, 교성



128:18(말 4:5~6).
모독: 저주하는 것은 또한 모독스러
운 것이며 신성 모독이거나 또는 경
멸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해서는 안 됨, 출 21:17(마 15:4).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 출 22:28(전 10:20). 남자와 여
자들이 하나님을 저주해서는 안 됨,
레 24:13~16. 베드로가 예수를 알고
있음을 부인하였을 때 저주하였음,
마 26:69~74. 간악한 니파이인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기를 원하였
음, 몰 2:14.

적개심(敵愾心, ENMITY). 또한
복수; 사랑; 시기 참조

경전에서, 반대, 적대, 그리고 미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창 3:15(모세 4:21).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롬 8:7. 세
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됨을,
약 4:4. 그 날에 적개심이 내 앞에서
그치리라, 교성 101:26.

적(敵)그리스도(ANTICHRIST). 또한
악마 참조

구원의 참된 복음 계획을 가장하고
공개적으로나 은밀하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 또는 물건. 계시자 요
한은 적그리스도를 속이는 자로 묘
사하였다(요1 2:18~22; 4:3~6; 요2
1:7). 큰 적그리스도는 루시퍼이나
그는 영적 존재와 필멸의 존재 양편
으로 많은 보조자를 거느리고 있다.
멸망의 자식은 대적하며 또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살후 2:1~12. 그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을 미혹하며, 계 13:13~17. 시렘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또 많은 사람
을 속임, 야곱 7:1~23. 니허가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며, 또
사제술을 도입하였음, 앨 1:2~16. 코
리호어가 그리스도, 속죄 그리고 예
언의 영을 조롱함, 앨 30:6~60.

전능(全能, OMNIPOTENT). 또한
하나님, 신회 참조

모든 권능을 지닌 신성한 특징(창
18:14; 앨 26:35; 교성 19:1~3).

전도서(傳道書, ECCLESIASTES)

인생의 가장 심오한 문제들에 관한
명상을 담고 있는 구약전서에 나오
는 책.

책의 저자인 전도자는 복음에 대
한 이해가 없는 사람의 관점에서 책
의 많은 부분을 썼다. 그는 세상 사
람들, 곧“해 아래”(전 1:9) 있는 사
람의 느낌에 따라 썼다. 책의 많은
부분이 비관적이고 염세적으로 보인
다(전 9:5, 10). 이것은 주님께서 우
리가 인생을 어떻게 인식하게 하려
고 하시는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
도자가 지상의 깨우치지 못한 사람
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보
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 책의 가장
영적인 부분은 11장과 12장에 있는
데, 여기서 기록자는 지속되는 가치
를 지닌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
에 대한 순종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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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전통

전세(前世, PREMORTAL LIFE).
또한 사람, 사람들; 천국 전쟁;
천국 회의; 태초 참조

지상 생활 이전의 삶. 모든 남자와
여자는 필멸의 존재로 지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서 그와
함께 살았다. 이를 때때로 첫째 지체
라고 부르기도 한다(아브 3:26).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하
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
렀느니라, 욥 38:4~7.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전
12:7.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
를 알았고, 렘 1:4~5. 우리가 그의 소
생이라, 행 17:28.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엡 1:3~4. 우리
는 모든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여야
함, 히 12:9. 자기 첫째 지체를 지키
지 아니한 천사들을 그는 영원한 결
박으로 가두셨으며, 유 1:6(아브
3:26).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내쫓기
니라, 계 12:9. 그들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부름을 받고 예비
되었나니, 앨 13:3. 그리스도는 세상
이 지음을 받기 이전에 영원의 넓음
과 천군을 굽어보셨음, 교성 38:1. 사
람도 또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
었느니라, 교성 93:29(힐 14:17; 교성
49:17). 고귀한 영들이 처음부터 교
회 안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도록 택
함을 받았음, 교성 138:53~55. 많은
자들과 함께 영의 세계에서 그들의
첫 교훈을 받았고, 교성 138:56. 만물
은 지면에 있기 이전에 영적으로 창
조되었음, 모세 3:5. 내가 세상을 만

들었고, 사람이 육으로 있기 전에 그
들을 지었느니라, 모세 6:51. 아브라
함이 세상이 있기 전에 조직된 예지
들을 봄, 아브 3:21~24.

전쟁(戰爭, WAR). 또한 평화 참조
싸움 또는 군사적 충돌. 무기를 가지
고 싸우는 것. 주는 그의 성도들이
그들의 가족, 재산, 권리, 특권, 그리
고 자유를 수호하는 마지막 수단으
로서만 전쟁을 승인하신다(앨 43:9,
45~47).
모로나이가 자기 백성과, 자기의 권
리와,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종교를
지키려 애씀, 앨 48:10~17. 조셉 스
미스가 전쟁에 관한 계시와 예언을
받음, 교성 87. 전쟁을 거부하고 평
화를 선포하며, 교성 98:16, 34~46.
우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 자기의 친
구와 재산 및 정부를 방어함이 정당
한 일인 줄로 믿는다, 교성 134:11.
우리는 법률을 순종하고 존중하며
지지할 것을 믿는다, 신개 1:12.

전지(全知, OMNISCIENT). 또한
하나님, 신회 참조

모든 지식을 지닌 신성한 특징(마
6:8; 니후 2:24).

전통(傳統, TRADITIONS)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해지는
믿음과 관습(살후 2:15). 경전에서
주께서 의로운 이들에게 사람들의
악한 전통을 피할 것을 일관되게 경
고하셨다(레 18:30; 막 7:6~8; 모사
1:5; 교성 93:39~40).



전파(傳播)하다(PREACH). 또한
복음; 선교 사업 참조

복음 원리 또는 교리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제공하는 메시지를 주
는 것.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
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
게 하려 하심이라, 사 61:1(눅
4:16~21).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그
들에게 선포하라, 욘 3:2~10. 이때부
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마
4:17.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
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 16:15. 우
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고전 1:22~24. 그가 가서 옥
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벧
전 3:19. 가르침과 끊임없이 그들에
게 일깨움이 아니고는 아무 것으로
도 그들을 분발시켜 주를 경외하는
일을 계속하게 할 수 없었도다, 이노
1:23. 그들에게 명하여 회개와 주를
믿는 신앙이 아니면 아무 것도 전파
하지 말게 하였더라, 모사 18:20. 말
씀을 전파하는 것이 백성을 인도하
여 의로운 일을 하게 하는 큰 경향이
있으므로, 앨 31:5. 네가 부름을 받기
까지는 네가 전도하도록 부름을 받
은 줄로 여기지 말라, 교성 11:15. 성
임되지 아니하면 어떠한 자도 전파
하러 나아가도록 허락되지 아니하리
라, 교성 42:11. 이 복음은 모든 나라
에 전파되리라, 교성 133:37. 복음은
태초부터 전파되기 시작하였나니,
모세 5:58.

정결(淨潔)한 것과 부정(不淨)한

것(CLEAN AND UNCLEAN).
또한 더러운, 더러움; 모세의
율법; 순수한, 순수 참조

구약전서에서, 여호와께서는 오직
특정한 음식만이 정결한 것, 다시 말
하면 먹기에 적합한 것으로 여기도
록 모세와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시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결
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사이에 구별
을 두었던 것은 그들의 종교적 및 사
회적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특정 동물, 새, 물고기는 정결한 것으
로 간주되어 먹는 것으로 받아들여
진 반면 다른 것들은 부정하다 하여
금지되었다(레 11; 신 14:3~20). 일부
병든 사람도 부정하게 여겨졌다.

영적 의미로, 정결하다는 것은 죄
와 죄를 지으려는 생각으로부터 자
유롭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
서 그 단어는 유덕하고 또 순수한 마
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데 사용
되었다(시 24:4). 하나님의 성약의
백성은 깨끗하라는 특별한 교훈을
항상 받아 왔다(3니 20:41; 교성
38:42; 133:5).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임, 시
24:3~5.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
하지 않다 하지 말라, 행 10:11~28.
그 날에 너희가 청결한 마음과 깨끗
한 손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
겠느냐? 앨 5:19. 주는 시온이 깨끗하
기까지 시온을 징계하리라, 교성
90:36. 주의 기구를 매는 너희여 깨
끗할지어다, 교성 133:4~5, 1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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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1).

정경(正經, CANON). 또한 값진
진주; 경전; 교리와 성약; 몰몬경;
성경 참조

인정되고 권위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성스러운 책들의 모음. 예수 그리스
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정경은 신구
약전서, 몰몬경, 교리와성약, 값진진
주를포함한표준경전을일컫는다.

정부(政府, GOVERNMENT). 또한
헌법 참조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올 때 그는 의
의 정부를 세울 것이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사
9:6(니후 19:6). 가이사의 것은 가이
사에게 바치라, 마 22:21(교성
63:26).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
하라, 롬 13:1.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딤전 2:1~2.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 딛
3:1.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
여 순종하되, 벧전 2:13~14. 예수 그
리스도께서 지상의 최종 통치자가
되실 것임, 계 11:15. 의인으로 너희
왕을 삼으라, 모사 23:8. 백성의 소리
에 의해 너희의 일을 처리하라, 모사
29:26. 그리스도가 오는 때에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리니, 교성 41:4.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 땅
의 법을 어길 필요가 없음이니라, 교
성 58:21. 악인이 통치할 때 백성은
애통하느니라, 교성 98:9~10. 정부
는 인간의 복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로 말미암아 제정된 것임, 교성
134:1~5. 사람은 정부를 지지하고 받
들 책임이 있으며, 교성 134:5. 우리
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복
종할 것을 믿는다, 신개 1:12.

정원회(定員會, QUORUM). 또한
신권 참조

정원회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사용
될 수 있다. ⑴ 동일한 신권 직분을
지닌 남자들로 구성된 특정한 그룹.
⑵ 교회 행사를 하기 위해 모임에 참
석해야 하는 신권 그룹의 과반수 또
는 최소한의 회원 수(교성 107:28).
제일회장단, 십이사도, 그리고 칠십
인의 정원회들과 그들 서로간의 관계
가 기술되어 있음, 교성 107:22~26,
33~34(교성 124:126~128). 이들 정원
회가 내리는 결정은 만장일치가 되어
야 함, 교성 107:27. 한 정원회의 결정
은 모든 의로움으로 내려져야만 하나
니, 교성 107:30~32. 여러 신권 정원
회의 회장의 의무가 서술됨, 교성
107:85~96. 장로 정원회는 상주 성역
자를 위하여 제정되어 있느니라, 교
성124:137.

정죄(定罪, DAMNATION). 또한
멸망의 자식들; 사망, 영적; 악마;
지옥 참조

사람의 진보가 정지되고 하나님의
면전과 그의 영광에 다가서는 것이
거부된 상태. 정죄는 다양한 등급이
존재한다. 해의 왕국의 승영의 충만
함을 얻지 않은 모든 자는 그들의 진
보와 특권에서 어느 정도 제한을 받



게 될 것이며 또 그들은 그 정도의
정죄를 받을 것이다.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마 23:14. 누구든지
성신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한 죄의
위험에 놓임, 막 3:29.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
5:29(3니 26:5).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
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고전
11:29(3니 18:28~29). 회개하여 침례
받고 끝까지 견디려 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니후 9:24(막
16:16; 이더4:18; 교성68:9; 84:74).간
악한 자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은 지옥에서 정죄받은 영혼들과 함께
거하는 것보다 더욱 비참할지니라,
몰 9:4. 명령을 받기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느니라, 교
성 58:29.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의 충
만함을 받는 자는 그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는정죄받으리라, 교성132:6.

정죄(定罪)하다(CONDEMN),

정죄(CONDEMNATION). 또한
심판, 마지막; 심판하다, 심판
참조

하나님이 죄가 있다고 심판하거나
심판받는 일.
하나님께서 악을 꾀하는 자를 정죄
하실 것임, 잠 12:2. 주께 징계를 받
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11:32. 우리의 말, 행위, 그리고

생각이 우리를 정죄할 것인즉, 앨
12:14. 일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함으
로 사람들은 정죄 아래에 들고, 힐
14:19. 만일 우리가 수고하기를 그치
면 우리가 정죄 아래 들게 될 것임이
요, 모로 9:6. 자기 형제를 용서해주
지 아니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정죄 받
음이니, 교성 64:9. 더 큰 빛을 거스
려 죄를 범하는 자는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교성 82:3. 온 교회가 회개
하고 몰몬경을 기억하기까지는 그들
은 정죄 아래 있으리니, 교성
84:54~57.

정직(正直)한(HONEST), 정직

(HONESTY). 또한 고결 참조
성실하고, 진실하며, 속임이 없는 것.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기
뻐하심을 받느니라, 잠 12:22. 서원
한 것을 갚으라, 전 5:4~5. 우리가 숨
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고후
4:1~2.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벧전
2:12. 거짓말하는 자에게 화 있나니,
이는 그가 지옥에 던지울 것임이라,
니후 9:34. 영은 진실을 말하며 거짓
말하지 아니함이라, 야곱 4:13. 누구
든지 그 이웃에게서 꾸는 자는 그가
꾸는 것을 되돌려야 하느니라, 모사
4:28(교성 136:25). 주의하여 공정히
행하며, 의롭게 판단하며, 선을 행하
라, 앨 41:14. 모든 사람은 정직하게
대하며, 교성 51:9. 자기의 마음이 정
직한 줄 아는 자 모두는 내게 받아들
여지느니라, 교성 97:8. 정직하고 현
명하고 선한 사람들이 행정직에서
일하도록 찾아 구해야 함, 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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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10. 네 이웃이 잃어버린 것을
돌려주기 위해 부지런히 찾을지니
라, 교성 136:26. 우리는 정직을 믿는
다, 신개 1:13.

제단(祭壇, ALTAR). 또한 희생
참조

희생, 헌물, 예배를 위해 사용되는
구조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
를 드림, 창 8:20. 아브람이 여호와께
단을 쌓음, 창 12:7~8. 아브라함이 그
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결박함, 창
22:9(창 22:1~13). 야곱이 거기서 제
단을 쌓고 그 곳을 엘벧엘이라 불렀
으니, 창 35:6~7. 엘리야가 제단을 쌓
고 바알의 제사들과 대결함, 왕상
18:17~40.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거
든, 먼저 형제와 화목해야 함, 마
5:23~24.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으
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계 6:9(교성
135:7). 리하이가 돌 제단을 쌓고 주
께 감사를 드렸음, 니전 2:7. 아브라
함이 엘케나의 제단에서 죽음에서
구출됨, 아브 1:8~20.

제비(LOTS)

종이 또는 나무 조각 한쪽을 여러 개
중에서 뽑아 행하는 방법으로 선택
의 여러 경우를 택하거나 제외하는
방법. 이것을 제비뽑기라고 부른다.
그들이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마 27:35(시 22:18; 막 15:24; 눅
23:34; 요 19:24). 제비 뽑아 맛디아
를 얻으니, 행 1:23~26. 우리 가운데

누가 라반의 집에 들어가야 할지 제
비를 뽑았느니라, 니전 3:11.

제사(祭司, PRIEST), 멜기세덱

신권(神權)(MELCHIZEDEK

PRIESTHOOD). 또한 대제사;
멜기세덱 신권 참조

다른 이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 의례를 수행하는 사
람. 흔히 경전에서, 제사는 실제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이다
(앨 13:2).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받은 자는 부활 이후에 해의 왕국에
서 제사와 왕이 된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창 14:18. 너는 멜
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
장이라, 시 110:4(히 5:6; 7:17, 21).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그의 아버지
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
로 삼으셨음, 계 1:6(계 5:10; 20:6).
주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반차를
따라 제사들을 성임하셨음을 기억하
라, 앨 13:1~20. 의인의 부활에 나아
올 자들은 제사장과 왕인 자들이요,
교성 76:50, 55~60.

제사(祭司, PRIEST), 

아론 신권(神權)(AARONIC

PRIESTHOOD). 또한 대제사;
아론, 모세의 형제; 아론 신권
참조

아론 신권의 한 직분. 고대에 레위
신권의 가장 높은 직분은 오직 아론
과 그의 후손만이 지녔다. 그리스도
가 모세의 율법을 성취하였을 때 이



제한이 없어졌다.
회복된 교회에서 제사의 의무가 서
술됨, 교성 20:46~52.

제이라헤믈라(ZARAHEMLA). 또한
뮬레크; 암몬 참조

몰몬경에서 제이라헤믈라는 ⑴ 뮬
레크의 이주단을 인도하였던 사람
⑵ 그의 이름을 딴 도시 ⑶ 제이라헤
믈라 땅 ⑷ 그를 따랐던 백성을 지칭
한다.
주께서 니파이인들을 보내주신 것을
제이라헤믈라가 기뻐하였더라, 옴
1:14. 제이라헤믈라가 그 조상의 족
보를 진술하매, 옴 1:18. 암몬은 제이
라헤믈라의 후손이라, 모사 7:3, 13.
교회가 제이라헤믈라 성에 세워졌
음, 앨 5:2. 의로운 자들로 말미암아
악인들이 제이라헤믈라에서 보전됨,
힐 13:12. 제이라헤믈라 성이 그리스
도의 사망 때에 불에 탐, 3니 8:8, 24.

제일회장단(會長團)(FIRST

PRESIDENCY). 또한 계시; 열쇠,
신권의; 회장 참조

교회의 회장과 그의 보좌들. 그들은
세 명의 대제사로 된 정원회이며 교
회 전체를 감리한다. 제일회장단은
신권의 모든 열쇠를 갖는다.
왕국의 열쇠는 대신권회의 회장단에
게 항상 속하여 있음, 교성 81:2. 대
신권회의 제일회장단은 모든 직분을
수행할 권리가 있음, 교성 107:9, 22.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제
일회장단을 받아들이는 자니라, 교
성 112:20, 30. 제일회장단은 온 교

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계시]을
받는 것이니라, 교성 124:126.

제자(弟子, DISCIPLE). 또한
그리스도인; 돌이킴, 돌이키다;
멍에; 사도 참조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예
수 그리스도의 추종자(교성 41:5).
제자는 그리스도가 필멸의 성역 동
안에 부른 십이사도를 일컫기 위하
여 사용된다(마 10:1~4). 제자는 또
한 예수가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들
사이에서 그의 교회를 인도하기 위
해 택한 열두 사람을 일컫기 위해 사
용되기도 한다(3니 19:4).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
라, 사 8:16.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요 8:31. 몰몬은 예
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3니 5:12~13.
너희는 내 제자요, 3니 15:12. 세 제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3
니 28:4~10. 경고의 음성이 나의 제
자의 입으로 미치리라, 교성 1:4. 나
의 제자들은 거룩한 곳에 서서, 교성
45:32.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병든
자와 고난당하는 자를 기억하지 아
니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님, 교성
52:40.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고자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 교성 103:27~28.

조램(ZORAM), 

조램인(ZORAMITES)

몰몬경에서 니파이 및 리하이와 합
류하여 약속의 땅에 왔던 라반의 종
(니전 4:31~38). 조램의 충실함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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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리하이는 그를 자신의 아들과 함
께 축복하였다(니후 1:30~32). 그의
후손은 조램인으로 알려져 있다(야
곱 1:13).

조셉 스미스 역(譯)(조성)(JOSEPH

SMITH TRANSLATION)(JST).
또한 스미스, 조셉, 이세 참조

1830년 6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영어로 된 흠정역 성경의 개정 또는
번역을 시작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명에 의하여 번역을 하였으며 그것
을 선지자로서의 그의 부름의 일부
로 간주하였다.

1833년 7월에 비록 조셉이 거의
모든 번역을 끝냈지만, 그는 출판을
위해 원고를 준비하는 동안 수정을
하기 위해 1844년 그의 사망 때까지
작업을 계속하였다. 그는 생애 동안
에 번역의 일부를 출판하기는 하였
지만, 만일 그가 전체를 출판할 만
큼 충분히 살았다면, 추가 변경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복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1867년에 조
셉 스미스 역의 초판을 출판하였다.
이 교회는 그 이후로 여러 판을 출
판하였다.

선지자는 번역하는 동안에 많은
것을 배웠다. 그의 번역 작업 때문에
(교성 76, 77, 91 및 132와 같은) 교
리와 성약의 여러 편을 받았다. 또한
주께서 조셉에게 번역을 위해 구체
적인 지침을 주셨는데, 이것들은 교
리와 성약에 기록되어 있다(교성
37:1; 45:60~61; 76:15~18; 90:13; 91;
94:10; 104:58; 124:89). 현재 값진 진

주에 포함되어 있는 모세서와 조셉
스미스－마태는 조셉 스미스 역으로
부터 직접 발췌한 것이다.

조셉 스미스 역은 성경에서 잃어
버린 간결하고 진귀한 것들 가운데
서 몇 가지를 회복시켜 주었다(니전
13). 비록 이것이 교회의 공식적인
성경은 아니지만, 이 역본은 많은 흥
미로운 통찰을 하게 해 주고 또 성경
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귀중한 것
이다. 이것은 또한 선지자 조셉 스미
스의 신성한 부름과 성역에 대한 증
거이기도 하다.

조셉 스미스 이세(JOSEPH

SMITH, JR.). 스미스, 조셉,
이세 참조

존중(尊重)하다(ESTEEM). 또한
경건; 공경하다 참조

어떤 사람 또는 어떤 것을 가치있고
값있게, 특별히 복음적인 면에서 그
렇게 여기는 것.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
53:3~4.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
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
라, 눅 16:15.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
게 여기고, 빌 2:3. 주는 모든 육체를
하나로 여기시나니, 니전 17:35. 각
사람은 그 이웃을 자신과 같이 여기
며, 모사 27:4(교성 38:24~25). 그들
이 평화의 날에는 나의 권고를 가벼
이 여기더니, 교성 101:8.

죄(罪, SIN). 또한 가증한, 가증함;
거역; 더러운, 더러움; 불경한;



불의한, 불의; 악한, 악함; 죄를
범하다 참조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고의적인 불
순종.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잠 28:13.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
요, 사 1:18. 죄인들은 죽을 것이요
또 의로운 자들은 구원받을 것임, 겔
18.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감, 요 1:29.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행 22:16. 죄의 삯은 사
망이요, 롬 6:23.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약 4:17. 나로 하여금 죄가 나타날 때
떨게 하여 주시겠나이까? 니후 4:31.
자기의 죄 가운데 죽는 모든 자에게
화 있나니, 니후 9:38. 그들이 혐오함
이 없이는 죄를 바라볼 수 없었나니,
앨 13:12. 네가 죄에서 행복으로 회
복될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앨
41:9~10. 주께서 죄를 조금도 허용하
여 보실 수 없으심이라, 앨 45:16(교
성 1:31). 어린아이들은 죄를 범할 능
력이 없음이라, 모로 8:8. 회개하기
위해서 사람은 반드시 그 죄를 고백
하며 버려야만 함, 교성 58:42~43.
용서해 주지 아니하는 자는 더 큰 죄
가 그에게 머물러 있음이니라, 교성
64:9. 더 큰 빛을 거스려 죄를 범하는
자는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교성
82:3. 죄를 범하는 그 영혼에게는 이
전의 죄도 돌아오리라, 교성 82:7. 우
리가 우리 죄를 은폐하려 하면, 여러
하늘은 스스로 물러가며, 교성

121:37.

죄(罪) 사함(REMISSION OF SIN).
또한 속죄하다, 속죄; 예수
그리스도; 용서하다; 회개하다,
회개 참조

회개하는 조건으로 잘못을 용서함.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 사람은 그리
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그의 죄를
회개하며, 침례 및 성신의 은사를 위
한 안수례의 의식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죄 사함을 얻는다
(신개 1:3~4).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사 1:16~18. 이
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
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니라,
마 26:28(히9:22~28; 교성27:2).회개
하여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행 2:38(눅 3:3; 교성 107:20). 예수를
믿는 자들이 죄 사함을 받을 것임, 행
10:43(모사 3:13). 그리스도는 그들이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바라보아야
할 근원임, 니후 25:26. 우리의 죄 사
함을 간직하기 위하여, 우리는 가난
하고 궁핍한 자들을 반드시 돌보아야
함, 모사 4:11~12, 26. 누구든지 회개
하는 자는 자비를 요구할 권리를 얻
고, 자기의 죄 사함에 이르게 되리니,
앨 12:34. 계명을 이룸은 죄 사함을
가져 오느니라, 모로 8:25. 아론 신권
은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
의 열쇠들을 지니고 있나니, 교성
13:1(교성 84:64, 74; 신개 1:4). 나 주
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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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니라, 교성 58:42~43(겔 18:21~22).
그들이 죄 사함을 위한 대리 침례에
관한가르침을받음, 교성138:33.

죄(罪)를 범(犯)하다(OFFEND)

신성한 율법을 깨뜨리고, 죄를 짓거
나 또는 불쾌하게 하거나 해를 입히
는 것; 또한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귀찮게 하는 것.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
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잠
18:19.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
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마 5:29.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바다
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마
18:6(교성 121:19~22). 만일 네 형제
또는 자매가 네게 죄를 범하고서 고
백하면, 너는 화해할지니라, 교성
42:88. 만사에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
하지 아니하며, 그의 계명에 순종하
지 아니하는 자들 외에는 사람이 어
떠한 일로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라, 교성 59:21.

죄책감(罪責感, GUILT). 또한
회개하다, 회개 참조

잘못을 행한 상태 또는 죄에 따르는
후회 및 슬픔의 느낌.
그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레 6:1~6. 합당하지 않게 성찬을 취
하는 자는 예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고전 11:27. 죄
인은 진리를 심하다고 여기나니, 니
전 16:2. 우리는 우리의 모든 허물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될 것이요,

니후 9:14. 나의 허물은 씻기워졌더
라, 이노 1:6. 형벌이 부가되었고, 그
것은 양심의 가책을 가져옴, 앨
42:18. 너희를 회개로 이끌어 내릴
그 괴로움으로, 네가 죄를 괴로워하
기 바라노라, 앨 42:29. 너희 가운데
몇몇은 내 앞에서 죄가 있으나, 그러
나 내가 긍휼히 여기리라, 교성
38:14. 하나님의 아들이 원죄를 속죄
하였고, 모세 6:54.

주(主, LORD).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신회 참조

아버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
도에 대한 깊은 존경과 공경의 한 칭
호. 이 칭호는 그들의 창조물을 통제
하는 최상의 사랑하는 선생으로서의
그분의 지위를 지칭한다.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어떤
것도 없음, 창 18:14.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출
33:11.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
랑하라, 신 6:5(마 22:37; 막 12:30).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
노라, 수 24:15.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니, 시 23:1. 여호와는 강하고 능하
시며 전쟁에 능한 여호와로다, 시
24:8.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사
12:2(니후 22:2). 나 여호와는 네 구
원자, 네 구속자, 사 60:16.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마 4:10(눅 4:8).
주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막
5:19.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
니, 고전 8:6.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
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엡 4:5. 주
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



니, 살전 4:16. 내가 가서 주께서 명
하신 일들을 행하겠나이다, 니전
3:7. 주께서 가난한 자를 의로써 심
판하실 것이며, 니후 30:9. 주 하나
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스
라엘 족속을 속박에서 건져 내셨느
니라, 앨 29:11. 회개와 주를 믿는 신
앙이 아니고는 아무 것도 백성을 구
할 수 없느니라, 힐 13:6(모사 3:12).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교성 15:1. 항상 주의 얼굴
을 구하라, 교성 101:38. 주는 재림시
에 그 의복이 붉을 것이요, 교성
133:48(사 63:1~4). 아브라함은 주와
얼굴을 마주하여 대화하였고, 아브
3:11. 우리는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
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임
을 믿는다, 신개 1:4.

주(主, LORD), 만군(萬軍)의(OF

HOSTS). 또한 예수 그리스도
참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의 이
름. 그는 하늘과 땅의 만군을 통치하
며 악에 반대하는 의로운 자들을 인
도하신다(교성 29:9; 121:23).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
다, 시 24:10. 이스라엘의하나님은만
군의 주이심, 니전 20:2. 나의 영은 항
상 사람과 애쓰지는 아니할 것임이니
라, 만군의주가이르노라, 교성1:33.

주(主)의 기도(祈禱)(LORD’S

PRAYER). 또한 기도 참조
구주께서 그의 제자들을 위해 드린
기도로서, 모든 기도의 본보기 역할

을 한다(마 6:9~13; 3니 13:9~13).

주(主)의 날(LORD’S DAY). 심판,
마지막;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참조

주(主)의 날(DAY OF THE LORD).
안식일 참조

주(主)의 만찬(晩餐)(LORD’S

SUPPER). 성찬 참조

주(主)의 집(LORD’S HOUSE).
성전, 주의 집 참조

죽은 자(者)를 위한 구원(救援)

(SALVATION FOR THE

DEAD). 구원, 죽은 자를 위한
참조

죽이다(KILL).사형; 살인하다 참조

중보자(中保者, MEDIATOR). 또한
속죄하다, 속죄; 예수 그리스도
참조

중재자 또는 매개자. 예수 그리스도
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
다. 그의 속죄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
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
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 하나님과사람사이에중보자도
한분이시니, 딤전 2:5. 그리스도는더
좋은 성약의 중보자시라, 히 8:6(히
9:15; 12:24; 교성 107:19). 거룩한 메
시야는 모든 사람의 자녀들을 위하여
중재하실 것임이라, 니후 2:9(사
53:12; 모사 14:12). 너희가 크신 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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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바라보고, 니후 2:27~28. 우리는
새 성약의 중보자 예수를 통하여 온
전하게됨, 교성76:69.

중상(中傷, BACKBITING). 비방
참조

증거(證據, WITNESS). 또한 간증
참조

어떤 것이 참되다는 진술 또는 다른
증거, 간증. 증인은 또한 개인적인
지식에 기초한 진술 또는 증거를 주
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간
증을 전하는 사람이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출 20:16. 복음
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마 24:14(조
마 1:31). 내 증인이 되리라, 행 1:8.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
언하시나니, 롬 8:16(요1 5:6). 너희
는 기꺼이 어느 때에나 하나님의 증
인이 되어, 모사 18:8~9. 우리가 계명
을 지키고 항상 예수를 기억하겠다
는 것을 아버지께 증거하기 위해 우
리는 성찬을 취함, 3니 18:10~11(모
로 4, 5; 교성 20:77~79). 너희의 신앙
이 시련을 겪기까지는 너희가 증거
를 받지 못함이니라, 이더 12:6. 증인
의 율법: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
이 확정되리라, 교성 6:28(신 17:6; 마
18:16; 고후 13:1; 이더 5:4; 교성
128:3). 내가 너희를 성임하여 사도
와 나의 이름의 특별한 증인이 되게
하였음, 교성 27:12(교성 107:23). 칠
십인은 이방인과 온 세상에서 특별
한 증인이 되도록 부름을 받나니, 교

성 107:25. 한 기록자를 두고 그로 너
희 침례의 목격자가 되게 할지어다,
교성 127:6(교성 128:2~4).

증언(證言)하다(TESTIFY). 또한
간증 참조

성신의 권능에 의해 증거하는 것; 개
인적인 지식 또는 믿음에 기초하여
진리를 엄숙히 선언하는 것.
보혜사가 나를 증거할 것임, 요
15:26. 그는 우리에게 전도하고 또
증언할 것을 명령하셨음, 행 10:42.
세 증인이 참됨을 증거하리라, 니후
27:12. 성신의 권능이 그것을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에 전함이라, 니후
33:1. 경전은 그리스도를 증거함이
라, 야곱 7:10~11(요 5:39). 내가 너
희에게 증거하노니 나는 내가 말한
이러한 것이 참된 줄을 아노라, 앨
5:45(앨 34:8). 너희는 하나님의 권능
으로써 그것들에 대하여 증거할지니
라, 교성 17:3~5. 영이 너희에게 증
거하는 바를 너희가 행하되, 교성
46:7. 내가 너희를 내보내어 증거하
게 하며 경고하는 것이 마땅하였노
니, 교성 88:81.

지구(地球, EARTH). 또한 세상;
창조하다, 창조 참조

필멸의 시험 기간 동안에 사람이 사
용하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 그 마지막 운명은 영화롭게 되
고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다(교성
77:1~2; 130:8~9).지구는해의영광에
합당하게 생활해 온 사람들의 영원한



상속이 될 것이다(교성 88:14~26). 그
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임재함을 누리
게될것이다(교성76:62).
사람을 위하여 창조됨: 하나님께서
지구를 다스리는 것을 사람에게 주
심, 창 1:28(모세 2:28). 세상이 여호
와께 속한 줄을, 출 9:29(시 24:1). 여
호와께서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시 115:16.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사 45:12. 그
의 말씀의 권능으로 사람이 땅 위에
왔음이니, 야곱 4:9. 성령을 자기들
의 인도자로 삼는 자에게 땅이 주어
지리라, 교성 45:56~58(교성 103:7).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은 땅의 좋은
것들을 상으로 받을 것이요, 교성
59:3. 땅의 가난한 자와 온유한 자가
땅을 상속하도록, 교성 88:17(마 5:5;
3니 12:5). 우리가 땅을 만들고 그들
을 시험하리라, 아브 3:24~25.
살아있는 존재: 땅은 영원히 있도다,
전 1:4. 유리 바다는 성결하게 되어
불멸하는 영원한 상태에 있는 지구
니라, 교성 77:1. 땅은 해의 영광을
위해 성결하게 되고 준비 되어야 함,
교성 88:18~19. 땅이 큰 소리로 슬퍼
함, 모세 7:48.
땅이 나뉨: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창 1:9. 벨렉의 때에 세상이 나뉘었
음이요, 창 10:25. 물이 물러간 후에
이 땅이 주의 택하신 땅이 된지라,
이더 13:2. 땅은 나뉘기 전과 같이 될
것임, 교성 133:24.
지구가깨끗하게됨: 비가 사십 일 동
안 땅에 내림, 창 7:4.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심판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
신 것이니라, 벧후 3:7. 오늘 이후에
는 불타는 일이 임하나니, 교성
64:24. 땅은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
기를 원함, 모세 7:48.
지구의 마지막 상태: 땅이 두루마리
처럼 말리고 또 없어질 것임, 3니
26:3(교성 29:23).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으리니, 이더 13:9(교성 29:23). 유
리 바다는 성결하게 되어 불멸하는
영원한 상태에 있는 지구니라, 교성
77:1. 땅은 해의 영광을 위해 성결하
게 되고 준비 되어야 함, 교성 88:
18~19. 이 지구는 수정과 같이 될 것
이요, 하나의 우림과 둠밈이 되리니,
교성 130:8~9. 천 년 동안 땅이 안식
을 누리리라, 모세 7:64. 땅이 새로워
질 것임, 신개 1:10.

지노스(ZENOS)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그리스도의 사명에 관한 그의 예언
은 몰몬경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그리스도의 묻히심과 사흘 동안의
어둠에 관해 예언하였음, 니전
19:10, 12. 이스라엘의 집합에 관해
미리 이야기함, 니전 19:16. 야곱이
가꾼 감람나무와 들 감람나무에 대
한 지노스의 비유를 인용함, 야곱 5.
야곱이 지노스의 비유를 설명함, 야
곱 6:1~10. 기도와 예배에 관해 가르
쳤음, 앨 33:3~11. 구속은 아들을 통
하여 온다고 가르쳤음, 앨 34:7. 자신
의 담대한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하
였음, 힐 8:19. 레이맨인들의 회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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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말하였음, 힐 15:11. 그리스도
의 사망 때의 멸망에 대해 증언하였
음, 3니 10:15~16.

지노크(ZENOCK)

오직 몰몬경에만 언급되어 있는 구
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선지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 예언하였
음, 니전 19:10. 하나님의 아들에 대
해 말하였음, 앨 33:15(앨 34:7). 진리
를 위한 순교자였음, 앨 33:17. 메시
야의 오심에 관해 예언하였음, 힐
8:20.

지니프(ZENIFF)

몰몬경에 나오는 니파이 땅으로 돌
아갔던 집단을 인도하였던 사람. 그
는 그들의 왕이 되어 의롭게 인도하
였다(모사 9~10).

지성소(至聖所, HOLY OF

HOLIES). 또한 성막; 성전, 주의
집 참조

모세의 성막과 훗날의 성전에서 가
장 성스러운 방. 지성소는 또한“가
장 거룩한 곳”이라 불렸다(출
26:33~34).

지식(知識, KNOWLEDGE). 또한
이해; 지혜; 진리 참조

특별히 영이 가르쳐주거나 확인해
준 진리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삼
상 2:3. 여호와께서는 지식에 있어서
완전하심, 욥 37:16. 여호와를 경외
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잠
1:7. 지식을 가진 자는 말을 아낌, 잠

17:27.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사 11:9(니후
21:9; 30:15).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눅 11:52. 그리스도의 사
랑은 지식을 전함, 엡 3:19. 너희 믿
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더하라, 벧
후 1:5. 니파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해 많이 알고 있었음, 니전 1:1. 그
들이 그들의 구속주를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리라, 니후 6:11. 의인들은
그들의 의로움에 대한 완전한 지식
을 갖게 되리라, 니후 9:14. 영은 지
식을 줌, 앨 18:35. 그 일에 있어서 너
희의 지식은 완전하며, 앨 32:34. 레
이맨인들이 그들의 구속주에 관한
참된 지식에 이르러, 힐 15:13. 너희
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을
완전한 지식으로 알지니라, 모로
7:15~17. 성도는 지식의 큰 보화를
찾을 것이요, 교성 89:19. 순수한 지
식은 영혼을 심히 크게 만드느니라,
교성 121:42. 성신권의 열쇠를 가진
자는 사실들에 대한 지식을 얻음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느니라, 교성
128:11. 만일 어느 사람이 이 생에서
지식을 얻는다면, 장차 올 세상에서
유익을 얻을 것임, 교성 130:19. 무지
하고서는 구원받음이 불가능하니라,
교성 131:6.

지에즈롬(ZEEZROM)

몰몬경에 나오는 앰몬아이하 성에
있던 율법사. 앨마와 앰율레크는 영
을 통하여 지에즈롬이 거짓말을 하
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마음을



돌이켰다(앨 11:21~46; 15:1~12).

지옥(地獄, HELL). 또한 멸망의
자식들; 사망, 영적; 악마; 정죄
참조

후일의 계시는 지옥에 관해 적어도
두 가지 뜻으로 말하고 있다. 첫째는
현세에서 불순종했던 자들을 위하여
영의 세계에 있는 임시 거처이다. 이
러한 뜻에서, 지옥에는 끝이 있다.
그 곳에서 영들에게 복음이 가르쳐
질 것이며 언젠가 그들이 회개한 후
에는 그들에게 합당한 영광의 등급
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나 멸망의 자식이 아닌 자들은
복천년 동안 지옥에 머무를 것이다.
이러한 고통의 천년 이후에 그들은
별의 영광으로 부활할 것이다(교성
76:81~86; 88:100~101).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구속되지 않는 자들의 영원한 장소
이다. 이러한 뜻에서, 지옥은 영원하
다. 이 곳은“여전히 더러운”(교성
88:35, 102) 채로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곳이다. 이 곳은 사탄, 그의 사
자들, 그리고 멸망의 자식들, 곧 아
버지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그 아들을 부인한 자들이 영원하게
거할 곳이다(교성 76:43~46).

경전은 때때로 지옥을 바깥 어둠
으로 지칭하고 있다.
다윗의 영혼은 스올에 버려지지 아
니할 것임, 시 16:10(시 86:13).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감, 막
9:43(모사 2:38). 부자가 음부에서 고
통 중에 눈을 들어, 눅 16:22~23(교성

104:18).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주매, 계 20:13. 한 장소가 예비되
어 있나니 참으로 저 비참한 지옥이
요, 니전 15:35. 육체의 뜻은 악마의
영에게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내릴
능력을 주어, 니후 2:29. 그리스도는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길을 마련하셨음, 니후 9:10~12. 더
러움에 남는 자들은 영원한 고통으
로 들어감, 니후 9:16. 악마가 그들의
영혼을 속여 조심스럽게 그들을 인
도하여 지옥으로 내려가느니라, 니
후 28:21. 예수가 나의 영혼을 지옥에
서 구속하셨음이라, 니후 33:6. 스스
로를 지옥의 고통에서 풀라, 야곱
3:11. 악마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 그
의 뜻에 의해 멸망으로 인도되는 것
은 지옥의 사슬임, 앨 12:11. 악인들
은 그들의 부활의 때까지 바깥 어둠
으로 쫓겨남, 앨 40:13~14. 더러운 자
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지옥에
거하는 것보다 더욱 비참할지니라,
몰 9:4. 내 손에서 주어지는 형벌은
무궁한 형벌임이니, 교성 19:10~12.
지옥은 악마와 그의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곳임, 교성 29:37~38. 하나님
을 인정하는 자는 사망과 지옥의 사
슬에서건짐을받음, 교성 138:23.

지지(支持)함, 교회 지도자(敎會

指導者)를(SUSTAINING

CHURCH LEADERS). 또한
만장일치 참조

교회 총관리 역원 또는 지역 교회 지
도자 직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들에
게 지원을 서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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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지혜의 말씀

여호수아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
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라, 민
27:18~19.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삼상 10:24. 그의 선
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
리라, 대하 20:20.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히 13:17. 네가
주께 은총을 입으리니, 네가 불평하
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니전 3:6. 선
지자들을 영접하였던 자들이 구원을
받음, 3니 10:12~13. 이 열둘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라, 3니 12:1. 내 자신
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 교성
1:38. 너희는 그의 말을 마치 내 자신
의 입에서 나온 것같이 받아들일지
니라, 교성 21:5. 나의 종을 받아들이
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교
성 84:35~38.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
이는 자는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이
느니라, 교성 112:20. 만일 나의 백성
이 내가 임명한 이 사람들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그들은 복을 받지 못
하리니, 교성 124:45~46.

지혜(智慧, WISDOM). 또한 이해;
지식; 진리 참조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 또는 하나
님께서 주신 은사. 사람은 경험과 연
구 그리고 하나님의 권고에 따름으
로써 지혜를 얻는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사람은 참된 지혜를 갖지 못
한다(니후 9:28; 27:26).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
고, 왕상 4:29~30.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잠 4:7.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잠 19:8.
예수는 지혜가 자라가며, 눅 2:40,
52.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
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약 1:5(교
성 42:68; 조역 1:11). 내가 이러한 것
을 너희에게 이야기함은 너희로 지
혜를 배우게 하려 함이니, 모사 2:17.
네가 젊었을 때에 지혜를 배우라, 앨
37:35. 성도는 지혜와 지식의 큰 보
화를 찾을 것임, 교성 89:19. 무지한
자로 자신을 낮추고 주 저의 하나님
을 불러서 지혜를 배우게 할지니, 교
성 136:32.

지혜(智慧)의 말씀(WORD OF

WISDOM)

성도들의 신체적, 영적 유익을 위하
여 주께서 계시하신 건강의 율법(교
성 89). 이것은 흔히 지혜의 말씀으
로 지칭되어 왔다. 주는 그의 추종자
들에게 건강의 원리들을 항상 가르
쳐오셨다. 주는 조셉 스미스에게 어
떠한 음식을 먹고 또 피해야 하는지
를, 지혜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따
르는 현세적 영적 축복에 대한 약속
과 함께 밝혀주셨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레
10:9.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
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잠
20:1.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사 24:9.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단 1:8.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 람 을 멸 하 시 리 라 , 고전
3:16~17.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
전 6:10(갈 5:21). 누구든지 사람이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리라 하는 자
는 하나님에게서 성임된 자가 아니
니라, 교성 49:18~21.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판단력을 가지고 사용할
것이요, 지나치게 하지 말 것이니라,
교성 59:20. 주께서 성도에게 포도
주, 독한 음료, 담배, 그리고 뜨거운
음료를 사용하지 말 것을 훈계하심,
교성 89:1~9. 채소, 과일, 고기 그리
고 곡물은 사람과 동물이 사용하도
록 정해진 것이니, 교성 89:10~17.
지혜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현세적
및 영적 축복을 가져다 줌, 교성
89:18~21.

직분(職分, OFFICE), 역원(役員,

OFFICER). 또한 성임하다,
성임; 신권 참조

조직체에서 권세 또는 책임이 따르
는 지위로, 종종 경전에서는 신권 권
세의 지위를 의미하는 데 사용 된다.
또한 그 지위 또는 그 지위를 지닌
사람에게 할당된 의무들을 의미할
수도 있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롬 12:4. 우리는 주께 대하여
우리의 직분을 영화롭게 하되, 야곱
1:19. 멜기세덱이 대신권의 직분을
받아, 앨 13:18. 천사들의 성역의 직
무는 사람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는
것이니라, 모로 7:31. 그 교회 회원의
동의 없이는 아무도 이 교회 안의 어
떠한 직분에도 성임될 수 없느니라,
교성 20:65. 모든 사람은 자기가 맡

은 직분을 지켜, 교성 84:109. 이 두
신권 안에 있는 여러 직분에 성임된
자 중에서 회장들, 곧 감리 역원들이
있어야 하느니라, 교성 107:21. 신권
정원회의 여러 직분을 감리하는 자
들의 의무가 서술됨, 교성 107:
85~98. 모든 사람은 자기 의무를 배
우고 자신이 임명된 그 직분을 행하
기를 배울지어다, 교성 107:99~100.
내가 너희에게 나의 신권에 속한 역
원들을 주어, 교성 124:123.

진노(震怒, WRATH). 분노 참조

진리(眞理, TRUTH). 또한 빛,
그리스도의 빛; 예지, 예지들;
지식 참조

사물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지식(교성 93:24). 진리는 또한 하늘
에서 온 빛과 계시를 일컫는다.
진리는땅에서솟아나고, 시 85:11(모
세 7:6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 8:32.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 14:6. 만
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진리
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
1 1:8. 죄인은 진리를 심하다고 여기
나니, 니전 16:2. 의로운 자들은 진 리
를 사랑하며, 니후 9:40. 영은 진실을
말하며 거짓말하지 아니함이라, 야
곱 4:13. 주는 진리의 하나님이시며
거짓말하실 수 없으심이니이다, 이
더 3:12.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는 모
든 것의 참됨을 알게 되리라, 모로
10:5. 참된 것은 영원무궁토록 존재
하느니라, 교성 1:39. 네가 진리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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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징계하다, 징계

으로 비추임을 받아 깨닫게 되었음,
교성 6:15. 몰몬경에는 진리와 하나
님의 말씀이 실려 있음, 교성 19:26.
보혜사는 진리를 가르치도록 보내심
을 받음, 교성 50:14.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이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전파되는
대로 받음, 교성 50:17~22. 내가 너희
에게 준 계시에 따라 진리를 선포하
라, 교성 75:3~4. 무엇이든지 진리인
것은 빛이요, 교성 84:45. 그리스도의
빛은 진리의 빛이니라, 교성 88:6~7,
40. 나의 영은 진리요, 교성 88:66. 예
지 곧 진리의 빛은 창조되지 아니하
였나니, 교성 93:29.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 또는 빛과 진리니라, 교성
93:36. 나는 너희에게 명하여 너희 자
녀를 빛과 진리로 양육하라 하였느
니라, 교성 93:40. 나의 독생자가 은
혜와진리로충만함이라, 모세 1:6.

질투(嫉妬)하는(JEALOUS), 질투

(JEALOUSY). 또한 시기 참조
경전에서 사용된 것처럼, 질투라는
단어는 두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⑴
어떤 사람 또는 어떤 것에 관하여 열
렬해지고 또 민감하고 깊은 느낌을
갖는 것과 ⑵ 어떤 사람에게 시기하
는 마음을 가지거나 또는 다른 사람
이 어떤 이익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이다.
열렬한 느낌을 갖는 것: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출 20:5(신
5:9; 6:15; 모사 11:22).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겔 39:25.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슥
1:14.
시기하거나 의심하는 것: 남편이 투
기로 분노하여, 잠 6:32~35. 에이키
시가 자기 아들을 시기하기 시작하
였던지라, 이더 9:7. 시기와 두려움
을 떨쳐버리라, 교성 67:10.

집, 이스라엘의(HOUSE OF

ISRAEL). 이스라엘 참조

집사(執事, DEACON). 또한 아론
신권 참조

사도 바울 시대에 교회에서 봉사하
는 부름이며(빌 1:1; 딤전 3:8~13) 또
아론 신권의 한 직분(교성 20:38,
57~59; 84:30, 111; 107:85).

징계(懲戒)하다(CHASTEN),

징계(CHASTENING). 또한 역경
참조

개인이나 단체가 향상되거나 강하게
되도록 돕기 위하여 그들에게 주어
지는 교정 또는 훈육.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
라, 욥 5:17(잠 3:11). 여호와여 주로
부터 징벌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시 94:12. 모든 경전은 책망과 바르
게 함을 위하여 주어졌음, 딤후 3:16.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
시고, 히 12:5~11. 주께서는 그의 백
성을 징계하시기를 합당하게 보시나
니, 모사 23:21~22. 주께서 자기 백
성을 징계하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기억하지 아니할 것임, 힐 12:3. 주께
서 야렛의 형제와 말씀하시고 그를
질책하시니, 이더 2:14. 그들이 회개



하도록 징계를 받게 하려 함이요, 교
성 1:27.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또
한 징계하노니 이는 그들의 죄가 사
함 받게 하려는 것이니라, 교성 95:1.
징계를 견디려 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성결하게 될 수 없도다, 교성
101:2~5. 나의 백성은 순종을 배우기
까지 징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느니
라, 교성 105:6. 징계를 견디려 하지
않는 자는 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
니하니라, 교성 136:31.

찬송가(讚頌歌, HYMN). 또한
노래하다; 음악 참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노래.
주께서 겟세마네로 물러가시기 전에
십이사도들이 찬미를 노래함, 마
26:30. 주께서 거룩한 찬송가를 선곡
하도록 에머 스미스를 부르심, 교성
25:11. 의인의 노래는 내게 기도가
되나니, 그들의 머리 위에 축복으로
응답하리라, 교성 25:12. 노래로 음
악으로 주를 찬양하라, 교성 136:28.

찬양(讚揚)하다(PRAISE). 감사한,
감사, 감사드림; 영광 참조

창고(倉庫, STOREHOUSE). 또한
복지 참조

감독이 후기 성도의 헌납된 헌물을
받아, 보관하며, 가난한 자에게 나누
어 주는 곳. 각 창고는 상황에 따라
크거나 작을 수도 있다. 감독이 필요
한 시기에 가난한 자를 돌보도록 충
실한 성도는 재능, 기술, 물자, 그리
고 재정적 수단을 기증한다. 그러므
로 창고에는 가능한 봉사, 돈, 음식,

또는 다른 일용품의 목록이 있다. 감
독은 창고의 대리인이며 또 필요에
따라 그리고 주의 영이 지시하는 대
로 물품과 봉사를 분배한다(교성
42:29~36; 82:14~19).
그들로 모든 곡물을 거두어 일곱 해
의 흉년에 대비하도록 하라, 창
41:34~36, 46~57. 너희의 온전한 십
일조를 창고에 들여, 말 3:10(3니
24:10). 감독은 이 교회에 창고 하나
를 지정할지어다, 교성 51:13. 잉여
물품은 나의 창고에 넣어야 하느니
라, 교성 70:7~8. 성도들은 조직을
갖추고 창고를 세워야 함, 교성
78:1~4. 자녀는 그들의 부모가 가진
것이 없으면, 주의 창고에 요구할 권
리가 있느니라, 교성 83:5.

창세기(創世記, GENESIS). 또한
모세오경 참조

“기원”또는“시작”을 의미하는 그
리스어 단어. 창세기는 구약전서에
나오는 첫 번째 책이며 선지자 모세
가 기록하였다. 이 책은 지구의 창
조, 동물과 사람을 지구에 놓은 일,
아담과 이브의 타락, 아담에게 복음
이 계시됨, 부족과 종족의 시작, 바
벨에서의 다양한 언어의 기원, 그리
고 이스라엘 집의 설립으로 이어지
는 아브라함의 가족의 시작 등 많은
시작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다. 이스
라엘의 보전자로서의 요셉의 역할이
창세기에 강조되어 있다. 후일의 계
시는 창세기의 기록을 확인하고 명
확하게 해 주고 있다(니전 5; 이더 1;
모세 1~8; 아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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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에서, 1~4장은 세상의 창조
와 아담의 가족의 발전을 들려주고
있다. 5~10장은 노아의 역사를 기록
하고 있다. 11~20장은 아브라함과 그
의 가족에 관해 이삭의 시대까지 말
해주고 있다. 21~35장은 이삭의 가족
이야기가 뒤따르고 있다. 36장은 에
서와 그의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다.
37~50장은 야곱의 가족에 관해 이야
기하고 또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과
이스라엘 집을 구원함에 있어서 그의
역할에관한기사가실려있다.

창조주(創造主, CREATOR). 예수
그리스도; 창조하다, 창조 참조

창조(創造)하다(CREATE),

창조(CREATION). 또한 안식일;
영적 창조; 예수 그리스도; 지구;
태초 참조

조직하는 것.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이 지구를
형성하기 위하여 자연의 원소들을
조직하였다. 하늘 아버지와 예수는
그들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다
(모세 2:26~27).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라, 창 1:1.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 람 을 만 들 고 , 창 1:26(모 세
2:26~27; 아브 4:26). 만물이 그로 말
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요 1:3, 10.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에
서, 골 1:16(모사 3:8; 힐 14:12). 하나
님께서는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모
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 1:2. 사
람이 태초에 창조되었음, 모사 7:27.

내가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였
나니, 3니 9:15(몰 9:11, 17). 만인이
태초에 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느니
라, 이더 3:15.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들과 땅을 창조하셨음, 교성 14:9. 그
는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교성 20:18. 무
수한 세상을 내가 창조하였고, 모세
1:33. 나의 독생자로 말미암아 나는
하늘을 창조하였나니, 모세 2:1. 만
물이 지면에 육에 속하기 이전에 나
주 하나님이 영적으로 창조하였느니
라, 모세 3:5. 이 땅과 같은 수백만의
땅을 셀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창
조의 수의 시작도 되지 못하리이다,
모세 7:30. 하나님들께서 하늘들을
조직하며 지으시더라, 아브 4:1.

책임 연령(責任 年齡, AGE OF

ACCOUNTABILITY). 어린아이;
어린아이들; 유아 침례;
책임지다, 책임질 수 있는,
책임질 수 있음; 침례, 침례를
주다－침례는 유아를 위한 것이
아님 참조

책임(責任)지다(ACCOUNT),

책임질 수 있는

(ACCOUNTABLE), 책임질 수

있음(ACCOUNTABILITY). 또한
선택의지 참조

주는 모든 사람이 그들 자신의 동기,
태도, 소망,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
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책임질 수 있는 연령은 어린아이
들이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고 또 죄를 범하고 회개할 능력
을 가지게 되었다고 여겨졌을 때의
연령이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
하리라, 겔 18:30. 사람이 무슨 무익
한 말을 하든지 심문을 받으리니, 마
12:36.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눅
16:2.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
님께 직고하리라, 롬 14:12. 죽은 자
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
리니, 계 20:12. 우리의 말, 행위, 생
각이 우리를 정죄할 것임, 앨 12:14.
선을 행하든지 아니면 악을 행하든
지 간에, 우리는 스스로의 재판관임,
앨 41:7. 너희는 자유롭고, 스스로 행
하는 것이 허락되었음, 힐 14:29~31.
책임질 수 있는 자들에게 이것 곧 회
개와 침례를 가르치라, 모로 8:10. 책
임질 수 있는 나이에 이른 모든 자는
반드시 회개해야 하고 침례를 받아
야만 함, 교성 18:42. 어린아이들이
내 앞에서 책임질 수 있게 되기 시작
할 때까지는 사탄이 그들을 유혹하
지 못함, 교성 29:46~47. 자녀는 나
이 여덟 살일 때 침례를 받아야 함,
교성 68:27. 각 사람은 심판의 날에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임, 교성 101:78. 사람에게 선악을
분별하도록 허락되나니, 그런즉 그
들은 스스로 선택의지를 행사하는
자라, 모세 6:56. 사람이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음, 신개 1:2.

천국 전쟁(天國 戰爭, WAR IN

HEAVEN). 또한 전세; 천국 회의
참조

전세에서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 가
운데서 일어났던 전쟁.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김, 계
12:4, 7~9. 악마와 하늘의 삼분지 일
이 내어 던짐을 받았음, 교성
29:36~37. 루시퍼가 독생자를 거스
려 모반함, 교성 76:25~26. 사탄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였으며 사람의
선택의지를 멸하려 하였음, 모세
4:1~4(사 14:12~15; 아브 3:27~28).
하나님을 따라서 그들의 첫째 지체
를 지켰던 자들이 땅으로 와서 육신
을 받았음, 아브 3:26.

천국 회의(天國 會議, COUNCIL IN

HEAVEN). 또한 구속의 계획;
전세; 천국 전쟁 참조

아버지께서 그의 계획을 이 지상에
오게 될 그의 영의 자녀들에게 발표
하셨던 전세에서의 사건.
하나님의아들들이다기뻐소리를질
렀느니라, 욥 38:7. 하나님의 뭇 별 위
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사 14:12~13.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계 12:7~11.
그들은 태어나기 전에 영의 세계에서
그들의 첫 교훈을 받았고, 교성
138:56. 사탄이전세에서모반함, 모세
4:1~4. 예지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조직되었음, 아브3:22. 여러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사, 아브 4:26. 여러 하나
님이 행하기로 의논한 일을 끝내심,
아브5:2.

천사(天使, ANGELS)

천사라고 불리는 하늘의 존재에는
두 종류가 있다. 즉 영으로 있는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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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살과 뼈로 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영으로 있는 천사들은 아
직까지 살과 뼈로 된 육체를 얻지 못
하였거나 또는 한때 필멸의 육체를
가지고 있었으나 부활을 기다리는
영들이다. 살과 뼈로 된 육체를 가지
고 있는 천사들은 죽은 자로부터 부
활하였거나 또는 변형된 자들이다.

천사의 활동에 대해서 경전에는
많은 언급이 있다. 때때로 천사는 하
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레와 같
은 음성으로 말한다(모사 27:11~16).
또한 의로운 필멸의 사람이 천사라
불리울 수 있다(조성, 창 19:15). 어떤
천사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봉사한다(앨36:22).

경전은 또한 악마의 사자들에 관
해 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자들은 전
세에서 루시퍼를 따랐다가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던져져서 땅으로 내쫓
겼다(계 12:1~9; 니후 9:9, 16; 교성
29:36~37).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
리락하는 것을 봄, 창 28:12. 하나님
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남, 창 32:1~2.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함,
삿 6:22. 한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
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삼
하 24:16.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
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왕상 19:5~7. 다니엘이 시
현으로 천사 가브리엘을 봄, 단
8:15~16. 천사 미가엘이 다니엘을 도
움, 단 10:13.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
님의 보내심을 받아, 눅 1:19, 26~27.

악마의 사자들이 심판 때까지 결박
되어 갇히게 될 것임, 유 1:6(벧후
2:4).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매, 3니 17:24. 모로
나이가 천사들의 성역에 관하여 적
음, 모로 7:25~32. 아론 신권은 천사
의 성역의 열쇠를 지니고 있음, 교성
13. 모로나이, 침례 요한, 베드로, 야
고보, 요한, 모세, 엘리야, 일라이어
스가 모두 천사로서 조셉 스미스에
게 성역을 베품, 교성 27:5~12. 너희
는 천사의 성역도 능히 감당할 수 없
나니, 교성 67:13. 천사장 미가엘은
아담임, 교성 107:54. 천사는 부활한
인격체로서 살과 뼈의 몸을 가졌나
니, 교성 129. 이 지구에 속하였던 자
가 아니면서 이 곳에서 성역을 베푸
는 천사는 없느니라, 교성 130:5. 하
나님의 영원한 결혼의 율법에 순종
하지 않는 사람은 장가들거나 시집
가는 일이 없고, 다만 하늘에서 천사
로 임명되나니, 교성 132:16~17.

천사장(天使長, ARCHANGEL).
또한 미가엘; 아담 참조

미가엘 즉 아담은 천사장 또는 수석
천사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친
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살전
4:16. 미가엘은 천사장임, 유 1:9(교
성 29:26; 88:112; 128:20~21).

첫번째 시현(示現)(FIRST VISION).
또한 스미스, 조셉, 이세; 회복,
복음의 참조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



리스도께서 한 나무숲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다.

1820년봄, 조셉스미스이세는열
네 살이었다. 그는 가족과 함께 뉴욕
주 팔마이라라는 마을에 살았다. 그
가족의 집에서 서쪽으로 가까운 거리
에 커다란 나무들이 있는 숲이 있었
다. 조셉은 이 곳으로 가서 어떤 교회
가 옳은가를 알기 위해 하나님께 기
도하였다. 그 이전에 그는 성경을 읽
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구해야
만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약 1:5~6).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그에게 나타나 당시 지상에
있던 교회들이 모두 잘못되었기 때문
에 어느 교회에도 가입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조역 1:15~20). 이 거룩
한 경험은 복음과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의 회복을 가져오게 되는 일련의
사건들을시작하게하였다.

첫열매(FIRSTFRUITS)

한 절기에 모은 첫 수확물. 구약 시
대에, 그것들은 여호와께 바쳐졌다
(레 23:9~20). 복음을 받아들이고 충
실하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
께 속한 것이기에 상징적으로 첫열
매이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
가는 자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께 속한 자들이니, 계 14:4. 그리스도
와 함께 먼저 내려올 자들은 첫열매
임, 교성 88:98.

청(廳)지기(STEWARD), 청지기

직분(職分)(STEWARDSHIP).

또한 부르다, 하나님에게서 부름
받은, 부름 참조

다른 사람의 일 또는 재산을 돌보는
사람. 청지기로서 돌보는 것을 청지
기 직분이라고 부른다.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은 주에게 속한 것으로 우리
는 그의 청지기들이다. 우리는 주에
게 책임을 져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
님의 권세를 받은 대표자들에게 우
리의 청지기 직분에 관해 보고를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주에게서 또는 그
의 권세를 받은 종들에게서 봉사의
부름을 받을 때, 그 청지기 직분은
영적 및 세속적 일 모두를 포함할 수
도 있다(교성 29:34).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마
25:14~23.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눅 12:48(교성
82:3). 예수께서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주심, 눅 16:1~8. 누구든지 충
실한 청지기로 인정되는 자는 자기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리라, 교성
51:19. 모든 사람은 자신의 청지기 직
분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교성
72:3~5. 충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는
모든것을상속하리라, 교성 78:22. 주
께서 각 사람으로 하여금 이 지상의
축복을 관리할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지게 하실 것임, 교성 104:11~17(교성
42:32). 부지런하여 지혜로운 청지기
가될지니, 교성136:27.

총관리 역원(總管理 役員,

GENERAL AUTHORITIES).
감리 감독; 사도; 제일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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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십인 참조

추수(秋收, HARVEST)

경전에서 때때로 추수라는 단어는 사
람들을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로 데려오는 것, 또는 예수 그리
스도의 재림과 같은 심판의 때를 지
칭하기위해비유적으로사용된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
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
는도다, 렘 8:20(교성 56:16).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마 9:37.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마 13:39. 사
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
리라, 갈 6:7~9(교성 6:33). 밭이 이
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음이라, 교
성 4:4. 추수가 끝나도 너희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리라, 교성 45:2.
추수할 때가 이르렀고 내 말은 반드
시 이루어져야만 하느니라, 교성
101:64.

축복사(祝福師, PATRIARCH),

축복사의(PATRIARCHAL). 또한
멜기세덱 신권; 복음 전하는 자;
아버지, 필멸의; 축복사의 축복
참조

경전은 두 종류의 축복사에 대해 말
하고 있다. ⑴ 멜기세덱 신권에 있
는, 성임된 직분으로 때때로 복음 전
하는 자로 불린다. ⑵ 가족의 아버
지. 성임된 축복사는 교회의 합당한
회원에게 특별한 축복을 준다.
성임된 축복사: 그가 어떤 사람은 사
도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삼으셨으니, 엡 4:11(신개 1:6).

십이사도의 의무는 축복사를 성임하
는 것이니, 교성 107:39. 하이럼은 신
권과 축복사의 직분을 취하게 하라,
교성 124:91~92, 124; 135:1.
아버지: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그들
의 후손을 축복함, 창 49:11~28. 내
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행 2:29. 리하이가 그의
후손들을 권고하고 축복함, 니후
4:3~11. 나는 조상에게 속한 권리를
지닌 의로운 상속인이 되었느니라,
아브 1:2~4.

축복사(祝福師)의 축복(祝福)

(PATRIARCHAL BLESSING).
또한 복음 전하는 자; 아버지,
필멸의; 축복사, 축복사의 참조

성임된 축복사가 합당한 교회 회원
에게 주는 축복. 축복사의 축복에는
이 축복을 받는 사람을 위한 주의 권
고가 담겨 있으며 이스라엘 가문 중
어느 지파에 속하는지 그 사람의 혈
통을 말해 준다. 아버지는 그 가족의
축복사로서 특별한 축복을 줄 수는
있으나, 그러한 축복은 교회에 의해
기록되거나 보관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에브라임
의 머리에 얹고, 창 48:14. 야곱이 그
의 아들들과 그들의 후손을 축복함,
창 49. 리하이가 그의 후손을 축복
함, 니후 4:3~11.

축복(祝福)하다(BLESS), 축복 받은

(BLESSED), 축복(BLESSING).
또한 감사한, 감사, 감사드림;
병자 축복; 율법; 은혜; 축복사의



축복 참조
어떤 사람에게 신성한 은혜를 베푸
는 것. 참된 행복, 안녕, 또는 번성을
이루는 것이 축복이다.

모든 축복은 영원한 율법에 근거
를 두고 있다(교성 130:20~21). 하나
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생활에서 기
쁨을 찾기 원하시기 때문에(니후
2:25), 그들이 자기의 명령에 순종하
는 결과로서(교성 82:10), 기도 또는
신권 의식에 대한 응답으로(교성
19:38; 107:65~67), 또는 그분의 은
혜를 통하여(니후 25:23) 축복을 허
락하신다.

축복 받는 것에 대해 잘 알려진 말
씀은 팔복이다(마 5:1~12; 3니
12:1~12).
개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게 복을 주어, 창 12:2~3(니전 15:18;
아브 2:9~11).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잠 10:6. 충성된 자는 복이 많
아도, 잠 28:20. 여호와는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부으실 것임, 말
3:10(3니 24:10). 팔복은 축복을 약속
하고 있음, 마 5:1~12(3니 12:1~12).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계 19:9.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는 것이라,
니전 17:35(모사 10:13). 너희가 귀 기
울일진대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남
기노니, 니후 1:28. 내가 너희에게 똑
같은 축복을 남기노라, 니후 4:9. 그
가 즉시 너희를 축복하시나니, 모사
2:24. 주께서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
에게 복을 내리시고 번영하게 하시

도다, 힐 12:1. 나의 일을 일으키는 것
을 도우라 그리하면 너는 복을 받으
리라, 교성 6:9. 항상 기도하라 그리
하면 네 복이 크리라, 교성 19:38. 침
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는 나의 영
과 네가 이제까지 결코 알지 못하였
던 큰 복을 받게 되리라, 교성 39:10.
많은 환난 후에야 축복이 오느니라,
교성 58:4.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
하매 나는 취소하며 그들은 복을 받
지 못하느니라, 교성 58:32.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이 얼마나 큰
지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고, 교성
78:17. 대신권에게서 의식의 집행과
교회에 임하는 축복이 오느니라, 교
성 107:65~67. 한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 교성
130:20. 내 손에서 축복을 받고자 하
는 자는 모두 율법을 지켜야 하느니
라, 교성 132:5. 축복이 주를 사랑하
는 자를 위하여 간직됨, 교성 138:52.
아브라함은 조상의 축복과 그 축복
을 베풀 수 있는 권리를 구하였느니
라, 아브 1:2.
어린아이들에 대한 축복: 그가 어린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시니라. 막
10:16.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하나씩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3니
17:21. 장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해야 하느니
라, 교성 20:70.

출(出)애굽기(記)(EXODUS). 또한
모세오경 참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떠난
것을 기술하고 있는 모세가 기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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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전서에 나오는 책. 출애굽기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기 역
사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 질 수 있
다. ⑴ 애굽에서의 백성들의 노예 생
활 ⑵ 모세의 지도 아래 애굽에서 떠
남 ⑶ 그들의 종교 생활과 정치 생활
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들의 헌신.

첫 번째 부분인 1~15장은 애굽에
서의 이스라엘의 억압, 모세의 초기
역사와 부름, 출애굽과 유월절의 제
정, 그리고 홍해로의 행진, 바로 군
대의 멸망, 모세의 승리의 노래를 설
명하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인 15~18장은 이스
라엘의 구속과 홍해에서부터 시내까
지 여행하는 동안의 사건들, 마라의
쓴 물, 메추라기와 만나를 준 일, 안
식일의 준수, 르비딤에서 기적적으
로 물이 주어짐, 아말렉 사람들과의
싸움, 이드로가 진영에 도착한 일과
백성들의 세속적 다스림에 관한 그
의 충고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세번째부분인19~40장은시내에
서의 거룩한 사건들 동안에 하나님께
바치는 이스라엘의 헌신을 다루고 있
다. 주께서 백성들을 제사장의 왕국
과 거룩한 나라로 성별하셨다. 그는
십계명을 주셨으며, 성막, 그것의 집
기, 그리고 그 안에서의 예배에 관한
가르침을 주었다. 그러고 나서 금송
아지를 예배하는 일에서의 백성의 죄
에 관한 기사가 뒤따르고 또 마지막
으로 성막의 설치와 그 곳에서의 봉
사에대한규정이나오고있다.

친교(親交, COMMUNION). 성찬

참조

칠십인(七十人, SEVENTY). 또한
멜기세덱 신권; 사도 참조

남자들이 멜기세덱 신권에 성임되는
직분. 오늘날 칠십인 정원회는 교회
의 총관리 역원이며, 사도의 권세가
주어지지만 사도로 성임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그들의 온 시간을 그
성역에 헌신한다.
주께서 따로 칠십 인을 세우사, 눅
10:1. 칠십인도 복음을 전파하며 예
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이 되도
록 부름을 받나니, 교성 107:25~26.
칠십인은 십이사도의 지시 아래 주
의 이름으로 행하여, 교회를 세우며
모든 나라에서 교회의 제반사를 조
정하여야 하나니, 교성 107:34. 일할
일꾼이 더 필요하여 요구되면, 다른
칠십인을 칠십의 칠 배까지 택하여
야 하느니라, 교성 107:93~97. 칠십
인 정원회는 순회 장로들을 위하여
제정되나니,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교성
124:138~139.

침례(浸禮) 요한(JOHN THE

BAPTIST). 또한 아론 신권;
일라이어스 참조

신약전서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 요한은 메시야를 영접하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보내졌다
(요 1:19~27). 그는 아론 신권의 열쇠
를 가지고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이사야와 다른 자들이 요한의 사명에



관해 예언함, 사 40:3(말 3:1; 니전
10:7~10; 니후 31:4). 옥에 갇히고 또
목이 베어짐, 마 14:3~12(막 6:17~29).
가브리엘이 요한의 탄생을 알리고 또
사가랴에게 성역을 베풂, 눅 1:5~25.
예수께서 침례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
였다고가르침, 눅7:24~28. 예수를하
나님의아들로알아봄, 요1:29~34. 요
한의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가 됨, 요
1:25~29, 35~42(행 1:21~22). 아무 표
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 10:41.
부활한 존재로서, 조셉 스미스와 올
리버 카우드리를 아론 신권에 성임하
기 위해 보내어짐, 교성 13(교성
27:7~8; 조역1:68~72).난지여드레만
에 천사에 의하여 성임되었음이니라,
교성84:28.

침례(浸禮, BAPTISM), 침례를

주다(BAPTIZE). 또한 거듭난,
하나님에게서 난; 성신; 유아
침례; 의식 참조

“담그다”또는“잠기게 하다”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권세를 가진 사람
에 의하여 물에 잠기게 하는 침례는
복음의 예비의식으로서 예수 그리스
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
서 필요하다. 침례 전에 예수 그리스
도를 믿는 신앙과 회개가 선행되어
야 한다. 침례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성신의 은사를 받는 것이 반드시 뒤
따라야 한다(니후 31:13~14). 물과
성령의 침례는 사람이 해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 전에 필요하다.
아담은 침례를 받은 첫 번째 사람이
다(모세 6:64~65). 예수도 또한 모든

의를 이루고 모든 인류를 위한 길을
보이기 위하여 침례를 받으셨다(마
3:13~17; 니후 31:5~12).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필멸의
존재로 있는 동안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께서 죽은 자를 위하여 대리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침례를 승인하셨
다. 따라서 영의 세계에서 복음을 받
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
어가기 위한 자격을 갖출 수 있다.
필수적임: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제 허락하라, 마 3:15. 예수께서 와
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막
1:9,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침
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
을 저버림, 눅 7:30. 사람이 물과 성
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
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 3:5. 너
희가 회개하여 각각 침례를 받고, 행
2:38. 그는 모든 사람에게 명하사 그
들이 그의 이름으로 침례받아야 한
다고, 니후 9:23~24.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침례받고, 성신을 받으며, 끝까지 견
뎌야 함, 니후 31. 사람이 믿고 침례
를 받아야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리임, 3니 11:20~40. 너희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물로 침
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요, 교성 84:74. 하나님께
서 회개와 침례가 필요한 이유를 아
담에게 설명하심, 모세 6:52~60.
침수로써의 침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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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막 1:10). 요한도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요 3:23. 빌립과
내시가 물에 내려가, 행 8:38.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
나니, 롬 6:4(골2:12).너희주곧너희
구주를 좇아 물에 들어가라, 니후
31:13. 앨마, 힐램 그리고 다른 사람
들이 물에 잠기니, 모사 18:12~16. 그
러고 나서 너희는 그들을 물에 잠기
게 할지니라, 3니 11:25~26. 합당한
침례 방식이 설명됨, 교성 20:72~74.
그들은 그의 이름으로 물 속에 매장
됨으로써 그의 매장된 방식을 좇아
침례를 받음, 교성 76:50~51. 아담이
물 속에 눕히었다가 물 밖으로 이끌
려 나왔더라, 모세 6:64. 침례는 죄 사
함을위한침수로써됨, 신개1:4.
죄 사함을 위한 침례: 일어나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행 22:16. 침
례 후에 불과 성신에 의하여 너희 죄
사함이 임함이라, 니후 31:17. 와서
회개에 이르는 침례를 받아 너희 죄
에서 씻음을 받고, 앨 7:14. 나를 믿
고 침례를 받을진대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죄 사함
을 받겠음이라, 3니 12:1－2. 회개와
구원자를 믿는 신앙과 침례에 의한
죄 사함을 선포할지니라, 교성
19:31.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한 침수
로써의 침례를 믿는다, 신개 1:4.
합당한 권세: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
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마
28:19(교성 68:8). 림하이 왕과 그의
백성 중 많은 자들이 침례받기 원하

였으나, 그 땅에는 하나님께 받은 권
세를 지닌 자가 아무도 없었고, 모사
21:33. 내가 네게 권능을 주노니 너는
침례를 베풀라, 3니 11:19~21. 아론
신권은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의 열쇠들을 지니고 있나니, 교
성 13:1. 그들은 나의 이름으로 침례
를 베풀도록 나에게 성임 받는 자들
이니라, 교성 18:29. 침례 요한이 조
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침
례를베풀권세를줌, 조역1:68~69.
침례 요건: 너희는 회개하고 내 사랑
하는 아들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
라, 니후 31:11. 너희는 반드시 회개
하고 거듭나야 하느니라, 앨 7:14. 합
당하지 않게 침례를 받지 않도록 주
의하라, 몰 9:29. 부모들에게 회개하
고 침례를 받으며 스스로 겸손해야
함을 가르침, 모로 8:10. 침례받기 원
하는 자의 요건이 밝혀짐, 교성
20:37. 어린아이는 나이 여덟 살일
때에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해 침례를
받아야 함, 교성 68:25, 27.
침례를 통해 맺는 성약: 너희가 그를
섬기며 그의 계명을 지키기로 그와
성약을 맺었음, 모사 18:8~10, 13. 회
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그를 섬기려고 결심한 자는 침례로
써 받아들여져야 함, 교성 20:37.
죽은자를위한침례: 죽은 자들을 위
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
겠느냐, 고전 15:29. 죽은 자를 위한
침례는 죄 사함을 위해 수행됨, 교성
124:29; 127:5~9; 128:1; 138:33.
침례는 유아를 위한 것이 아님: 너희



가 어린아이를 침례함은 하나님 앞
에 중대한 조롱 행위임, 모로 8:4~23.
어린아이들은 나이 여덟 살일 때 침
례를 받을지니라. 교성 68:27. 책임
을 질 수 있는 나이에 이르기 전에 죽
는 모든 어린아이가 해의 왕국에서
구원을 받음, 교성 137:10.

침례자(浸禮者, BAPTIST). 침례
요한 참조

침수(浸水, IMMERSION). 침례,
침례를 주다－침수로써의 침례
참조

카우드리(COWDERY), 올리버

(OLIVER)

회복된 교회의 두 번째 장로이며 몰
몬경의 신성한 기원과 진실성에 대
한 세 증인 가운데 하나. 그는 조셉
스미스가 금판에서 몰몬경을 번역하
는 동안에 서기로 일하였다(조역
1:66~68).
몰몬경의 번역의 참됨에 대한 증거
를 받음, 교성 6:17, 22~24. 침례 요
한에 의해 성임됨, 교성 13(교성
27:8; 조역 1:68~73; 71절에 대한 주
를 참조). 너희가 신앙을 얻고, 너희
눈으로 그것들을 보고 난 후에 너희
는 본 것들을 증언할지니라, 교성
17:3, 5. 나는 네가 기록한 것들이 참
됨을 나의 영으로써 네게 나타내 보
였나니, 교성 18:2. 계시를 맡을 청지
기의 한 사람으로 지명되어 성임됨,
교성 70:3. 조셉 스미스와 함께 신권
의 열쇠를 받음, 교성 110.

카테지 감옥(監獄)(CARTHAGE

JAIL)(미국). 또한 스미스, 조셉,
이세; 스미스, 하이럼 참조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는 1844년 6월
27일 미국 일리노이 주 카테지 감옥
에서 폭도에게 살해당하였다(교성
135).

커틀랜드 성전(聖殿)(KIRTLAND

TEMPLE)

현대에 교회가 건축한 첫 번째 성전.
성도들이 주의 명에(교성 94:3~9) 따
라 (미국)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
이 성전을 건축하였다. 한 가지 목적
은 합당한 교회 회원이 영적인 권능
과 권세와 깨달음을 받을 수 있는 장
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교성 109;
110). 이 성전은 1836년 3월 27일에
헌납되었다. 헌납 기도문이 계시로
선지자 조셉에게 주어졌다(교성
109). 주께서 이 성전에서 여러 중요
한 계시들을 주셨으며 필요한 신권
열쇠들을 회복하셨다(교성 110;
137). 이 성전은 오늘날 성전에 주어
지는 온전한 성전 의식을 위해서 사
용되지는 않았다.

코리앤톤(CORIANTON). 또한 앨마,
앨마의 아들 참조

몰몬경에 나오는 앨마의 아들인 앨
마의 아들.
조램인에게로 감, 앨 31:7. 직무를 버
리고 창녀를 따라감, 앨 39:3. 앨마가
그에게 죽음 이후의 존재 상태, 부활
및 속죄에 관하여 가르침, 앨 39~42.
다시 전도하도록 부르심을 입음, 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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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1. 배에 올라 북방 땅으로 감, 앨
63:10.

코리앤투머(CORIANTUMR). 또한
야렛인 참조

몰몬경에 나오는 야렛인의 왕이며
야렛 국가의 마지막 생존자.
제이라헤믈라 백성들이 발견하였고,
옴 1:21. 그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
더라, 이더 12:1~2. 세이레드에게 잡
혔다가 그의 아들들에 의하여 풀려
났음, 이더 13:23~24. 여러 적들과
싸움, 이더 13:28~14:31. 회개함, 이
더 15:3. 시즈와 그의 마지막 싸움을
싸움, 이더 15:15~32.

코리호어(KORIHOR). 또한
적그리스도 참조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증거로서 표
적을 요구하였던 몰몬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주가 코리호어를 벙어
리가 되게 하셨음(앨 30:6~60).

콜롭(KOLOB)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별(아브 3:2~3, 9).
아브라함이 콜롭과 별들을 보았음,
아브 3:2~18. 주의 시간은 콜롭의 시
간에 따라 계산됨, 아브 3:4, 9(아브
5:13).

쿠모라 산(CUMORAH HILL). 또한
모로나이, 몰몬의 아들; 몰몬경;
스미스, 조셉, 이세 참조

미국 뉴욕 주 서부에 위치한 낮은 산.
여기에서 모로나이라는 고대 선지자
가 니파이인 및 야렛인 국가의 기록

일부가 실려 있는 금판을 숨겼다.
1827년 조셉 스미스는 부활한 모로
나이에 의해 이 산으로 인도되어 이
판을 얻어서 그 일부를 번역하였다.
이 번역물이 몰몬경이다.
니파이인들이 쿠모라에 모임, 몰
6:2~4. 쿠모라는 많은 물이 있는 땅
에 있었으며, 몰 6:4. 몰몬이 기록을
쿠모라 산에 감추었음, 몰 6:6. 스물
넷을 제외한 모든 니파이인이 쿠모
라에서 죽임을 당함, 몰 6:11. 우리는
쿠모라에서 나오는 기쁜 소식을 들
음, 교성 128:20. 조셉 스미스는 쿠모
라 산에서 판을 가져 왔음, 조역
1:42, 50~54, 59.

키시쿠멘(KISHKUMEN). 또한
개다이앤톤 도적단 참조

몰몬경에 나오는 훗날 개다이앤톤
도적단으로 알려진 사악한 무리의
지도자(힐 1:9~12; 2).

킴볼(KIMBALL), 스펜서 더블류

(SPENCER W.). 또한
공식선언－2 참조

1830년 교회가 조직된 이래 십이대
교회 회장. 스펜서 더블류 킴볼은
1973년 십이월부터 1985년 십일월
까지 회장으로 봉사하였다. 그는
1895년에 출생하여 1985년에 구십
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1978년 유월에 제일회장단은 신권
및 성전 축복을 모든 합당한 남자 회
원에게 확대하는 계시를 킴볼 회장
이 받았다고 발표하였다, 선2.

탐(貪)내다(COVET). 또한 시기 참조



경전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탐낸다
는 것은 어떤 사람을 시기하거나 또
한 어떤 것에 대하여 지나친 욕망을
갖는 것이다.
탐내지 말라, 출 20:17(신 5:21; 모사
13:24; 교성 19:25).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잠 28:16.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미 2:2. 삼가 모든 탐
심을 물리치라, 눅 12:15. 율법에 이
르기를 탐내지 말라 하였음, 롬 7:7.
말세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될
것임, 딤후 3:1~2. 라반이 우리의 소
유물을 보고 그에 대해 탐을 내더니,
니전 3:25. 너는 네 자신의 재물을 탐
하지 말며, 교성 19:26. 탐하기를 그
치라, 교성 88:123. 네 형제의 것을
탐내지 말라, 교성 136:20.

탐욕(貪慾, LUST). 또한 육욕적인,
육욕적임 참조

어떤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게 강
한 소망을 가지는 것.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잠 6:25.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 5:28(3니 12:28). 남자들이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롬
1:27.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
이 두고, 딤후 4:3~4. 라반이 우리의
소유물을 보고 그에 대해 탐을 냄,
니전 3:25. 더 이상 네 눈의 탐욕을
따라가지 말고, 앨 39:3~4, 9.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신앙을 부인
할 것이요, 교성 42:23. 너희의 모든
탐욕적인 욕망을 그치라, 교성

88:121.

태초(太初, BEGINNING). 또한 예수
그리스도; 전세; 창조하다, 창조
참조

일반적으로 이 필멸의 생 이전의 시
기－곧 전세를 일컫는다. 때때로 예
수 그리스도가 태초로 일컬어지기
도 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라, 창 1:1(모세 2:1). 태초에 말씀이
계셨음, 요 1:1. 나는 알파와 오메가
요 시작과 끝이니라, 3니 9:18. 그리
스도는 시작과 끝이요, 교성 19:1. 새
롭고도 영원한 성약은 태초부터 있
었느니라, 교성 22:1.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나니, 교성
93:23, 29. 고귀하고 위대한 영들이
태초부터 다스리는 자가 되도록 태
초에 택함을 받았음, 교성 138:55. 나
의 독생자는 태초부터 나와 함께 있
었음, 모세 2:26.

택(擇)하다(CHOOSE, CHOSE,

CHOSEN). 또한 부르다,
하나님에게서 부름 받은, 부름;
선택의지; 자유로운, 자유 참조

주께서 개인이나 무리를 선정하거나
택하실 때 그는 또한 일반적으로 그
들을 봉사하도록 부르신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수
24:15(앨 30:8; 모세 6:33).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 불에서 택하였노라, 사
48:10(니전 20:10).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요
15:16.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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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택하사 지혜있는 자들을 부끄
럽게 하려 하시고, 고전 1:27. 그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음, 엡 1:4.
사람은 자유로이 자유와 영생 또는
사로잡힘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나
니, 니후 2:27. 고귀하고 위대한 자들
이 태초에 택함을 받았더라, 교성
138:55~56.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
하여 택함을 받았음, 모세 1:26. 아브
라함은 그가 태어나기 전에 택함을
받았음, 아브 3:23.

택(擇)하신, 택하신 자(者)

(CHOSEN). 또한 부르다,
하나님에게서 부름 받은, 부름
참조

특별한 책임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
정하신 자들.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시 89:3.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 22:14(마
20:16; 교성 95:5; 121:34, 40). 성도
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이요, 벧전 2:9. 그리스도는 태초부
터 하나님이 사랑하여 택한 자임, 모
세 4:2.

택(擇)함 받은 자(者)(ELECT)

택함 받은 자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
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제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주에 의하여 그가 택하신 자녀 가운
데 있도록 선정될 것이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
하리라, 마 24:24. 택하심을 받은 부

녀의 자녀들이 참되고 충실하였기
때문에 요한이 기뻐함, 요2 1. 네 죄
는 사함을 받았고 너는 택함을 받은
여인이니, 교성 25:3. 나의 택함을 받
은 자는 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
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교
성 29:7. 그와 같이 나는 땅의 사방에
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를 모으리라,
교성 33:6. 경전은 나의 택함 받은 자
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어지리니, 교
성 35:20~21. 신권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되리라, 교성 84:33~34.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환난의 날들이 감하
여지리라, 조마 1:20.

택(擇)함(ELECTION). 또한 부름과
택함 참조

전세의 합당성을 근거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스라엘 가문,
그리고 성약의 백성이 될 자들을 택
하셨다(신32:7~9; 아브2:9~11).이러
한 사람에게는 그들이 세상의 온 나
라를 축복할 수 있도록 특별한 축복
들과 의무들이 주어졌다(롬 11:5~7;
벧전 1:2; 앨 13:1~5; 교성 84:99). 하
지만 이러한 택함을 받은 자들조차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생에서 부
름을받고택함을받아야한다.

테일러(TAYLOR), 존(JOHN)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3
대 회장.
십이사도 평의회에 부름 받음, 교성
118:6(교성 124:128~129). 조셉과 하
이럼 스미스의 순교에 관해 기술함,



교성 135. 순교 당시에 부상을 당함,
교성 135:2. 조셉 에프 스미스가 영
의 세계에서 보았던 힘있는 자 중에
있었음, 교성 138:53~56.

통회(痛悔)하는 마음(CONTRITE

HEART). 상한 마음 참조

투표(投票, VOTE). 만장일치 참조

티앤쿰(TEANCUM)

몰몬경에 나오는 위대한 니파이인 군
사지도자(앨50:35; 51~52; 61~62).

파문(破門,

EXCOMMUNICATION). 또한
거역; 배도 참조

한 사람을 교회에서 배제하고 회원
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박탈하는 과
정. 교회는 그 사람이 주의 계명에
반대하여 생활하기로 선택하고, 나
아가 교회에서의 회원의 자격을 스
스로 상실할 때에만 그를 파문한다.
많은 자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그들의 이름이 지워져, 앨 1:24(앨
6:3). 만일 그가 회개하지 않거든 그
로 내 백성 가운데 헤아림을 받게 하
지 말아서, 3니 18:31(모사 26). 간음
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쫓겨날
것이니라, 교성 42:24.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쫓겨날 것이
니라, 교성 42:28. 교회 안에 있는 중
요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주어짐, 교성 102(교성 42:80~93). 감
독은 이스라엘의 판사로 지명됨, 교
성 107:72. 종교 단체는 그 회원들의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하여 다루는 권

리를갖고있음, 교성134:10.

파트리지(PARTRIDGE),

에드워드(EDWARD)

오늘날 교회가 회복된 이후 초기 회
원이며 지도자. 에드워드 파트리지
는 교회의 초대 감독으로 봉사하였
다(교성 36; 41:9~11; 42:10; 51:1~18;
115; 124:19).

판(版, PLATES). 또한 금판; 몰몬경
참조

고대에 일부 문화권에서는 몰몬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역사와
기록을 금속판에 적었다. 보다 상세
한 정보에 대해서는 몰몬경의 소개
부분에 있는“몰몬경에 대한 간단한
해설”을 참조한다.

팔복(八福, BEATITUDES). 또한
산상수훈 참조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주신 일련의
가르침으로 품위있고 또 영적인 특
성들을 묘사하고 있다(마 5:3~12; 눅
6:20~23). 팔복은 각 말씀이 그 앞의
말씀에 기초하여 이어가는 방법으로
정리되어 있다. 팔복에 대한 더 포괄
적이고 정확한 기록을 제3니파이 12
장에서 찾을 수 있다.

페이에트(FAYETTE), 뉴욕(NEW

YORK) 주(州)(미국)

피터 휘트머 일세가 소유했던 농장
의 터로 이 곳에서 많은 계시가 선지
자 조셉 스미스 이세에게 주어졌다.
여기서 1830년 4월 6일에 교회가 조
직되었으며 또 주의 음성이 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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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성 128:20).

패튼(PATTEN), 데이비드

더블류(DAVID W.)

후일의 경륜의 시대에 택함받은 첫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 데이비드
패튼은 회복된 교회의 첫 번째 순교
자로, 1838년 미주리 주 크룩트 강
전투에서 사망하였다.
그의 사업을 정리하고 사명을 수행하
라는 부름을 받음, 교성 114:1. 주께
로데려감을입음, 교성124:19, 130.

페이호랜(PAHORAN)

몰몬경에 나오는 세 번째 니파이인
대판사(앨50:39~40; 51:1~7; 59~62).

펠프스(PHELPS), 윌리엄

더블류(WILLIAM W.)

1830년에 교회가 회복된 이후 교회
의 초기 회원이며 지도자. 주께서 윌
리엄 펠프스를 교회를 위한 인쇄인
으로 부르셨다(교성 57:11; 58:40;
70:1).

평화(平和, PEACE). 또한 복천년;
안식; 화평케 하는 이 참조

경전에서, 평화는 다툼과 혼란에서
의 자유 또는 하나님이 그의 충실한
성도들에게 주는, 영으로부터 나오
는 내적인 평온과 위안을 의미할 수
있다.
다툼과 혼란에서의 자유: 그가 땅 끝
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시 46:9.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
라, 사 2:4.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
하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롬 12:18~21. 땅에는 여전히 평화가
계속되었더라, 4니 1:4, 15~20. 전쟁
을 거부하고 평화를 선포하며, 교성
98:16. 평화의 기를 들어 올리고, 교
성 105:39.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평
화: 구주께서 평강의 왕이라 불리울
것임이라, 사 9:6. 악인에게는 평강
이 없음, 사 48:22. 천군이 있어 하나
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는 평화로다, 눅 2:13~14. 평안을 너
희에게 끼치노니, 요 14:27. 하나님
의 평강은 모든 지각을 능가함, 빌
4:7. 베냐민 왕의 백성들이 양심의
평안을 얻음, 모사 4:3. 평화를 공포
하는 자들의 발이 산 위에서 어찌 그
리 아름다운고, 모사 15:14~18(사
52:7). 앨마가 주께 부르짖어 평안을
찾음, 앨 38:8. 의로운 자들의 영은
평화의 상태로 영접되어, 앨 40:12.
내가 그 일에 대하여 네 생각에 평강
을 말하지 아니하더냐? 교성 6:23. 나
의 영의 온유함으로 걸으라, 그리하
면 너는 내 안에서 화평을 누리리라,
교성 19:23. 의의 일을 행하는 자는
평화를 받으리라, 교성 59:23. 사랑
의 띠로 몸을 두르라, 이는 완전과
평화의 띠니라, 교성 88:125. 내 아들
아, 네 영혼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교성 121:7. 더 큰 평화가 있음을 알
고, 나는 조상의 축복을 구하였느니
라, 아브 1:2.

포도원(葡萄園, VINEYARD),

주(主)의(OF THE LORD). 또한



밭; 이스라엘 참조
영적인 일을 하는 밭에 대한 상징.
경전에서 주의 포도원은 대체로 이
스라엘 집 또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
의 왕국으로 일컬어진다. 그것은 때
때로 일반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일컫기도 한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
스라엘 족속이요, 사 5:7(니후 15:7).
예수께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들
의 비유를 주심, 마 20:1~16. 이스라
엘이 주의 포도원에서 기르는 가꾼
감람나무에 비유됨, 야곱 5. 주의 종
들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그의 포도
원 가지를 칠 것임, 야곱 6. 주께서
그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자 모두에
게 복을 내리실 것임, 교성 21:9(앨
28:14). 마지막으로 나의 포도원에서
일하라, 교성 43:28.

표적(表蹟, SIGN). 또한 교회, 참된
교회의 표적; 기적; 표적, 시대의
참조

사람들이 어떤 것을 증거하거나 입
증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건 또
는 경험. 표적은 대체로 하나님에게
서 오는 기적적인 나타남이다. 사탄
또한 어떤 조건 아래서는 표적을 보
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 성도는 영의
은사들을 구해야 하지만 호기심을
만족시키거나 또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표적을 구해서는 안 된다. 오
히려 주는 믿는 자들에게 적절하다
고 보는 표적을 줄 것이다(교성
58:64).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사 7:14(니후 17:14). 하나님
께서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
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단 6:27.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
나, 마 12:39(마 16:4; 눅 11:29).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막 16:17(몰 9:24; 이더 4:18; 교성
84:65). 시렘이 표적을 구함, 야곱
7:13~20. 코리호어가 표적을 구함,
앨 30:48~60.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면 그러면 우리가 믿으리라, 앨
32:17. 백성의 대부분이 표적과 기사
를 믿음, 3니 1:22. 백성들이 표적과
기사를 잊기 시작하며, 3니 2:1. 너희
의 신앙이 시련을 겪기까지는 너희
가 증거를 받지 못함이니라, 이더
12:6. 내가 명할 때 이외에는 기적을
요구하지 말라, 교성 24:13. 신앙은
표적으로 인하여 오지 아니하며, 믿
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느니라, 교
성 63:7~11. 그날에거짓그리스도들
과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기사를보이리라, 조마 1:22.

표적(表蹟, SIGNS), 시대(時代)의

(OF THE TIMES). 또한 마지막
날, 후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표적 참조

하나님이 그의 일에서 중요한 어떤
일이 일어났거나 곧 일어날 것임을
보이기 위하여 사람에게 주는 사건
또는 경험. 구주의 재림에 대한 많은
표적이 후일에 예언되었다. 이러한
징조들은 충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인식하고, 경고를 받으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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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도록 하여준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사 2:2~3. 여호와께
서 여러 나라에 기치를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을 모으실 것이라, 사
5:26(니후 15:26~30). 해가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
다, 사 13:10(욜 3:15; 교성 29:14). 사
람들이 율법을 범하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리리라, 사 24:5. 니파이인들이
티끌에서 나는 소리처럼 말할 것임,
사 29:4(니후27).이스라엘이힘을가
지고 모이게 될 것임, 사 49:22~23(니
전 21:22~23; 3니 20~21). 하나님이
망하지도 아니할 한 나라를 세우시리
니, 단 2:44(교성 65:2). 전쟁들, 꿈들,
그리고 시현들이 재림에 앞서 있을
것임, 욜 2.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
과 싸우려고 모일 것임, 슥 14:2(겔
38~39).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
니, 말 4:1(3니 25:1; 교성 133:64; 조
역 1:37). 커다란 재난이 재림에 앞서
있을 것임, 마 24(조마 1). 바울이 배
도와 후일의 고통하는 때를 기술함,
딤후 3~4. 두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부활할 것임, 계
11(교성 77:15). 복음이 후일에 천사
의 성역에 의해 회복될 것임, 계
14:6~7(교성 13; 27; 110:11~16;
128:8~24). 바벨론이 세워지고 또 무
너질 것임, 계 17~18. 이스라엘이 권
능을 가지고 모이게 될 것임, 니전
21:13~26(사 49:13~26; 3니 20~21).
이것이 표적이니, 너희로 때를 알게
하노니, 3니 21:1. 몰몬경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아오게 될 것임, 몰 8. 레
이맨인이 꽃처럼 피어남, 교성
49:24~25. 악인이 악인을 죽임, 교성
63:32~35(계 9). 전쟁이 모든 나라들
위에 쏟아지리라, 교성 87:2. 징조, 자
연계의 대변동 그리고 천사는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함, 교성 88:86~94.
어둠이 땅을 덮음, 교성 112:23~24.
주께서 성도들에게 재림에 대비하도
록하심, 교성133.

표적(表蹟, SIGNS),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誕生)과

사망(死亡)의(OF THE BIRTH

AND DEATH OF JESUS

CHRIST). 또한 예수 그리스도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망에 수
반된 사건들.
탄생: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사 7:14. 베들레헴에서 이스
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 미
5:2. 레이맨인 사무엘이 한 낮, 한 밤,
빛이 있는 한 낮, 새 별, 그리고 다른
표적들을 예언함, 힐 14:2~6. 표적들
이 성취됨, 3니 1:15~21.
사망: 레이맨인 사무엘이 어둠, 천둥
과 번개, 그리고 땅의 진동을 예언
함, 힐 14:20~27. 징조들이 성취됨, 3
니 8:5~23.

표적(表蹟, SIGNS), 

참된 교회(敎會)의(OF THE

TRUE CHURCH). 교회, 참된
교회의 표적 참조

표준 경전(標準 經典, STANDARD



WORKS). 정경 참조

프랫(PRATT), 올슨(ORSON)

오늘날 교회가 회복된 이후 부름 받
은 첫 십이사도 가운데 한 사람(교성
124:128~129). 그가 교회 회원이 된
지 육 주 만에, 주는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그에게 계시를 주셨다(교성
34). 올슨 프랫은 또한 교회의 선교사
였으며(교성 52:26; 75:14) 또 여러 해
동안교회역사가로도봉사하였다.

프랫(PRATT), 팔리 파커(PARLEY

PARKER)

올슨프랫의형이며또오늘날교회가
회복된 이후 부름 받은 첫 십이사도
가운데 한 사람(교성 124:128~129).
팔리 프랫은 1830년 10월에 주께서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그에게 계시를
주었을 때, 그의 여러 선교 사업 가운
데 첫 번째 부름을 받았다(교성 32;
50:37).

피(BLOOD). 또한 속죄하다, 속죄;
예수 그리스도; 희생 참조

고대 이스라엘 사람과 오늘날 많은
문화권에서는 생명의 근원 또는 모
든 육체의 활력소로 여김. 구약시대
에 주께서 이스라엘이 음식으로서
피를 먹는 것을 금하셨다(레 3:17;
7:26~27; 17:10~14).

희생의 속죄의 힘이 피안에 있는
것은 피를 생명에 필수 불가결한 것
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구약전서에
서 동물의 희생은 훗날 예수 그리스
도께서 이루신 큰 희생의 상징이었
다(레 17:11; 모세 5:5~7). 예수 그리

스도의 속죄의 피는 회개하는 자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요1 1:7).
그의 땀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눅
22:44.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었음, 히 10:1~22.
피가 모든 땀구멍에서 나옴이라, 모
사 3:7(교성 19:18). 죄 사함을 위하여
주께서 피를 흘리셨음, 교성 27:2. 예
수는 자신의 피 흘림을 통하여 완전
한 속죄를 이루셨음, 교성 76:69. 피
로써 너희가 성결하게 됨이니라, 모
세6:60.

필멸(必滅)의(MORTAL),

필멸(MORTALITY). 또한 몸;
사망, 육체적; 세상; 아담과
이브의 타락 참조

출생에서 육체의 사망까지의 기간.
때로 이것을 둘째 지체라고도 한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 2:16~17(모세 3:16~17). 흙은 여
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감, 전 12:7(창
3:19; 모세 4:25). 죄가 너희 죽을 몸
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롬 6:12.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
로다, 고전 15:53(이노 1:27; 모사
16:10; 몰 6:21). 사람의 상태는 시험
의 상태가 되었고, 니후 2:21(앨
12:24; 42:10). 아담이 타락한 것은
사람이 존재하게 하려 함이요, 니후
2:25. 너희는 이 죽어야 하는 몸이 죽
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는 것을 고
대하며 바라보느냐? 앨 5:15. 이 생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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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라, 앨 34:32. 죽음을 두려워
말지니, 이는 이 세상에서는 너희 기
쁨이 충만하지 아니하나, 교성
101:36. 둘째 지체를 지키는 자들은
영광이 더하여질 것임, 아브 3:26.

하갈(HAGAR). 또한 아브라함;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사라의 애굽인
여종. 그녀는 아브라함의 아내와 이
스마엘의 어머니가 되었다(창
16:1~16; 25:12; 교성 132:34, 65). 여
호와께서 하갈에게 큰 민족이 그녀
의 아들에게서 시작될 것이라고 약
속했다(창 21:9~21).

하나(ONE). 단합; 하나님, 신회 참조

하나님(GOD), 신회(神會,

GODHEAD). 또한 성신; 예수
그리스도; 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조

신회에는 세 분의 분리된 존재, 곧 영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이 있다. 우리
는 그들 각각을 믿고 있다(신개 1:1).
후일의 계시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살과 뼈로 되어 만질 수 있는
육체를 갖고 있고, 성신은 살과 뼈가
없는 영의 인격체임을 배운다(교성
130:22~23). 세 분은 목적과 교리의
완전한 통일성과 조화로움에 있어서
하나이다(요 17:21~23; 니후 31:21; 3
니 11:27, 36).
아버지 하나님: 이분은 일반적으로
아버지 또는 엘로힘으로서 하나님이
라는 칭호로 지칭된다. 그는 우리 영

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 불
린다(말 2:10; 민 16:22; 27:16; 마
6:9; 엡 4:6; 히 12:9). 아버지 하나님
은 우주의 최고의 통치자이다. 그는
가장 강력하고(창 18:14; 앨 26:35;
교성 19:1~3), 모든 것을 알고 있으
며(마 6:8; 니후 2:24), 그리고 그의
영을 통하여 어디에나 존재한다(시
139:7~12; 교성 88:7~13, 41). 인류는
사람을 다른 모든 창조물과 구별하
여 놓으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
님의 영의 자녀이다(시 82:6; 요1
3:1~3; 교성 20:17~18).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
나거나 말씀한 기록은 드물다. 경전
은 그가 아담과 이브에게 말하였으
며(모세 4:14~31) 또 여러 경우에 예
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였다고(마
3:17; 17:5; 요 12:28~29; 3니 11:3~7)
말하고 있다. 그는 스데반에게(행
7:55~56) 그리고 조셉 스미스에게
(조역 1:17) 나타났다. 훗날 그는 조
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 두 사람
에게 나타났다(교성 76:20, 23). 하나
님을 사랑하고 그 앞에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때때로 자신이 하나님임을 스스로
보고 아는 특권을 허락한다(마 5:8; 3
니 12:8; 교성 76:116~118; 93:1).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막 15:34. 이 사
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
로서, 행 16:17. 우리가 그의 소생이
라, 행 17:28~29. 네 성찬을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바칠지니라, 교성
59:10~12. 에녹은 하나님이 창조하
신 영들을 보았고, 모세 6:36. 거룩한
사람이 그의 이름이요, 모세 6:57.
아들 하나님: 여호와로 알려진 하나
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사 12:2; 43:11; 49:26; 고전 10:1~4;
딤전 1:1; 계 1:8; 니후 22:2). 예수는
아버지의 지시 아래 일하며 그와 완
벽한 조화를 이룬다. 온 인류는 그의
형제이며 자매이다. 이는 그가 엘로
힘의 영의 자녀 중에 맏이이기 때문
이다. 어떤 성구들은 그를 하나님이
라는 단어로 지칭하고 있다. 예를 들
어 경전은“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
시니라”(창 1:1)라고 말하고 있으나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의 지시 아래서
의창조자는바로예수였다(요1:1~3,
10, 14; 히1:1~2).
여호와께서 그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로 밝히심, 출 3:13~16. 나는 여호
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사
43:11(사 45:23).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 8:12.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
가 있느니라, 요 8:58. 주께서 흙으로
지어진 장막에서 거하시며 사람들
가운데서 도우실 것임, 모사 3:5~10.
그리스도가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지를 아빈아다이가 설명함, 모
사 15:1~4(이더 3:14). 주께서 야렛의
형제에게 나타나심, 이더 3. 너희의
주 너희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모로 8:8. 여호와는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관이심, 모로
10:34. 예수께서 조셉 스미스와 시드

니 리그돈에게 나타나심, 교성 76:20,
23. 주 여호와께서 커틀랜드 성전에
나타나심, 교성 110:1~4.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심, 아브
1:16~19. 예수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심, 조역 1:17.
성신 하나님: 성신 또한 하나님이며
비슷한 다른 이름과 칭호로 성령,
영, 하나님의 영이라 불린다. 성신의
도움으로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
임을 알 수 있다(고전 12:3).
마땅히 할 말을 성신이 너희에게 가
르치시리라, 눅 12:12. 성신은 보혜
사심, 요 14:26(요 16:7~15). 예수께
서 사도들에게 성신으로 명하시고,
행 1:2. 성신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심, 행 5:29~32(고전
12:3). 성신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히 10:10~17.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
는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 되리라,
모로 10:5. 성신은 계시의 영이니, 교
성 8:2~3(교성 68:4).

하나님의 계명(誡命)

(COMMANDMENTS OF

GOD),또한 순종, 순종하는,
순종하다; 십계명; 율법; 죄;
하나님의 말씀 참조

하나님께서 개인으로나 집단으로 인
류에게 주시는 율법과 요구 사항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
에게 주의 축복을 가져다준다(교성
130:21).
노아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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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하였음, 창 6:22. 내 규례와 계명
을 준행하라, 레 26:3. 내 명령을 지키
라 그리하면 살리라, 잠 4:4(잠 7:2).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요 14:15(교성 42:29). 무엇이
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우리가그의계명을지키고, 요1
3:22.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
니로다, 요1 5:3. 흔들림 없이 주의 계
명을 지키라, 니전 2:10. 주께서 길을
예비하실 것이 아니고는 아무 명령도
주지아니하심, 니전 3:7. 내가하나님
의 엄격하신 명대로 행해야만 하느니
라, 야곱 2:10.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
킬진대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
라, 예이 1:9(앨 9:13; 50:20). 네가 젊
었을 때에 하나님 계명 지키기를 배
우라, 앨 37:35. 이들 계명은 나에게
서 나온 것이요, 교성 1:24. 이 여러
계명을 상고하라, 교성 1:37.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라, 교성 18:46(교성 25:15;
56:2). 나의 계명들은 영적이요 육에
속한 것이거나 현세적인 것이 아니
요, 교성 29:35. 계명은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하게 하려고 주어짐, 교성
82:8. 나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것 외
에는알지못하노라, 모세 5:6. 주께서
사람들을 시험하여 그가 그들에게 명
하는 모든 것을 그들이 행하는지를
보리라, 아브3:25.

하나님의 말씀(WORD OF GOD).
또한 경전; 계시; 하나님의 계명
참조

하나님의지침, 계명, 또는메시지. 하

나님의 자녀들은 영을 통한 계시에
의해 직접 또는 그의 택하신 종들을
통해말씀을받을수있다(교성1:38).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으로 사는 줄을, 신 8:3(마 4:4; 교성
84:43~44).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행
4:31~33. 쇠막대는 생명나무로 인도
하는하나님의말씀임, 니전 11:25(니
전 15:23~25). 당신들이 감각이 없어
그의 말씀을 감지할 수 없었나이다,
니전 17:45~46. 하나님의 말씀을 저
버리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니후
27:14(니후 28:29; 이더 4:8). 힘써 앞
으로 나아가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라, 니후 31:20(니후
32:3).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
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던지라, 모사 26:3(앨 12:10).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부지런히
경전을 상고하였음이더라, 앨 17:2.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시험하라,
앨 31:5. 앨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씨
앗에 비유함, 앨 32:28~43. 성신으로
감동되었을 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의 말씀이 되리라, 교
성 68:4.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
든 말씀으로 살아야 함이니라, 교성
84:44~45. 누구든지 나의 말을 간직
하는 자는 미혹을 받지 아니하리라,
조마 1:37.

하나님의 비밀(秘密)(MYSTERIES

OF GOD)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계시에 의해
서만 알려지는 영적 진리이다. 하나
님은 그의 비밀을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밝혀 준다. 하나님의 어떤
비밀은 더 밝혀져야 한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는 허락되었으나, 마 13:11. 내가 모
든 비밀을 이해하고 있을지라도 사
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고전 13:2. 니파이는 하나님의 비밀
을 많이 알게 되었으매, 니전 1:1. 하
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은 많은 자에
게 허락되어 있느니라, 앨 12:9. 그러
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 주시나니, 앨 26:22. 이 비밀이 아
직 내게 완전히 알려지지 아니하였
나니, 앨 37:11. 비밀이 많이 있어 하
나님 자신 외에는 아무도 이를 알지
못하느니라, 앨 40:3. 경건의 비밀이
얼마나 큰고, 교성 19:10. 만일 네가
구하면, 계시를 받고 왕국의 여러 비
밀을 알게 되리니, 교성 42:61, 65(고
전 2:7, 11~14). 계명을 지키는 자에
게는 왕국의 여러 비밀을 주리니, 교
성 63:23. 그들에게 나는 모든 비밀
을 드러낼 것이요, 교성 76:7. 대신권
은 비밀의 열쇠를 지니느니라, 교성
84:19. 주가 오는 때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였던 감추어진 일들을 드
러내리니, 교성 101:32~33. 멜기세
덱 신권은 왕국의 비밀을 받는 특권
을 가짐, 교성 107:19.

하나님의 아들(SON OF GOD).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신회
참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SONS AND

DAUGHTERS OF GOD). 또한
거듭난, 하나님에게서 난;
그리스도의 자녀; 낳은; 사람,
사람들; 속죄하다, 속죄 참조

경전은 이 용어를 두 가지로 사용한
다. 한 의미로 우리는 모두 문자 그
대로 하늘 아버지의 영의 자녀들이
다.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
들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거듭
난 자들이다.
아버지의영의자녀: 너희는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시 82:6. 하나
님의소생이되었은즉, 행 17:29. 모든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라, 히 12:9. 나
는하나님의아들이니, 모세1:13.
속죄를 통해 거듭난 자녀들: 받아들
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
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1:12(롬
8:14; 3니 9:17; 교성 11:30).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요1 3:1~2.
너희는 그리스도의 자녀라, 그의 아
들과 그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으리
라, 모사 5:7. 모든 백성은 반드시 거
듭나서 그의 아들과 딸이 되어야 하
나니, 모사 27:25. 그들이 나의 아들
과 나의 딸이 되리라, 이더 3:14. 너
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것이니라, 모로 7:19. 내 복음을 받아
들이는 자는 모두 아들이요 딸이 됨
이니라, 교성 25:1. 그들은 신들이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교성
76:58. 이같이 모든 자는 나의 아들
이 될 수 있느니라, 모세 6:68. 많은
자가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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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모세 7:1.

하나님의 어린 양(LAMB OF

GOD). 또한 속죄하다, 속죄;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참조

우리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로서 예
수를 지칭하는 구주에 대한 한 이름.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같
이 끌려 감, 사 53:7(모사 14:7).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1:29(앨 7:14). 너희는
오직 흠 없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음, 벧
전 1:18~20.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은 합당함, 계 5:12. 우리들이 어린
양의 피로써 사탄을 이겼으니, 계
12:11. 이들은 어린 양을 믿는 그 신
앙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희
게 된 것이니라, 니전 12:11. 하나님
의 어린 양은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
들이시며 세상의 구주이심, 니전
13:40(니전 11:21).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부르짖으라, 그리
하여 혹시라도 너희가 어린 양의 피
로 깨끗하게 되어, 몰 9:6(계 7:14; 앨
34:36). 인자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임, 모세 7:47.

하나님의 왕국(王國) 또는

천국(天國)(KINGDOM OF GOD

OR KINGDOM OF HEAVEN).
또한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해의
영광 참조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이다(교성
65). 교회의 목적은 그 회원들을 해

의 왕국 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
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전
은 때때로 교회를 천국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는 교회가 지상에 있는 하
늘의 왕국이라는 의미이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지만
그것은 현재 종교적 왕국으로 국한
되어 있다. 복천년 동안에 하나님의
왕국은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왕국
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
시니, 시 10:16(시 11:4). 하늘의 하나
님이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한 나
라를 세우시리니, 단 2:44(교성
138:44).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
느니라, 마 3:2(마 4:17). 나라가 임하
시오며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
다, 마 6:10.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를 구하라, 마 6:33(3니 13:33).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마 16:19.
와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 25:34.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성찬을 취할
때, 마 26:26~29. 너희가 모든 선지
자를 하나님 나라에서 볼 것임, 눅
13:28.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고전 6:9.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고전 15:50. 너희가 부를 구
하기에 앞서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
을 구하라, 야곱 2:18. 부정한 것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음, 앨
11:37.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들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는 것, 교성 15:6.



너희에게 왕국 또는 교회의 열쇠가
주어졌음이니라, 교성 42:69(교성
65:2). 하나님의 왕국이 나아가게 하
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이 임하게
하옵시고, 교성 65:5~6. 이 왕국의
열쇠는 결단코 네게서 거두어지지
아니하리라, 교성 90:3. 어린아이와
같이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의 왕국
을 받아들이는 것이니, 교성 99:3. 마
지막 날에 나의 교회는 이같이, 곧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 일
컬어질 것임이라, 교성 115:4. 여러
하늘이 열리고 내가 하나님의 해의
왕국을 보았는데, 교성 137:1~4.

하나님의 자녀(子女)들(CHILDREN

OF GOD). 사람,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참조

하늘(HEAVEN). 또한 낙원;
하나님의 왕국 또는 천국; 해의
영광 참조

하늘이라는 용어는 경전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
고 있다. ⑴ 그것은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며 또 성도들의 미래의 거주지
이다(창 28:12; 시 11:4; 마 6:9). ⑵ 그
것은 지구 주위의 넓은 공간이다(창
1:1, 17; 출 24:10). 하늘은 이 지상에
살다가 죽은 충실한 영들을 위한 임
시 장소인 낙원은 분명히 아니다. 예
수께서 십자가에서의 그의 사망 후
에 낙원을 방문하셨으나, 삼 일째에
마리아에게 그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음을 알려 주셨다(눅
23:39~44; 요20:17; 교성138:11~37).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을 내가 보오니, 시 8:3. 여호와의 말
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시
33:6.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
서 떨어졌으며, 사 14:12(니후
24:12).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
리되, 사 34:4. 내가 새 하늘과 새 땅
을 창조하나니, 사 65:17. 하나님께
서 하늘 문을 여실 것임, 말 3:10. 하
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
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 6:9(3니
13:9).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
었음, 고후 12:2. 하늘이 고요하더니,
계 8:1(교성 88:95~98). 만일 그들이
끝까지 충실히 견디면 하늘에 영접
되나니, 모사 2:41. 너희가 하늘에 계
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3
니 12:45. 내가 하늘의 구름 가운데
오리라, 교성 45:16. 엘리야는 죽음
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리워
졌음, 교성 110:13. 신권의 권리는 하
늘의 권능과 연계되어 있고, 교성
121:36. 하늘에는 두 부류의 존재가
있느니라, 교성 129:1. 시온이 하늘
로 들리워감, 모세 7:23.

하늘 아버지(HEAVENLY

FATHER). 하나님, 신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조

하늘에 계신 아버지(FATHER IN

HEAVEN). 또한 하나님, 신회
참조

온 인류의 영의 아버지(시 82:6; 마
5:48; 요 10:34; 롬 8:16~17; 갈 4:7; 요
1 3:2).예수는육으로난그의독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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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사람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또 존경하며,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
로그에게기도하라는명을받았다.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
와, 마 6:14(마 18:35; 3니 13:14).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
6:26~33(니삼 13:26~33).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을 주시지 않겠느냐, 눅 11:11~13. 찬
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엡 1:3. 너희
가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영
원히 빚진 자로서, 모사 2:34. 그리스
도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
시며, 이더 12:8. 성도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전에 박해
의증거를증언해야함, 교성123:1~3,
6. 우리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에게서
오는 크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경험하
였다, 조역1:73.

하박국(HABAKKUK)

여호아김의 통치 기간이라고 여겨지
는 동안에(주전 600년경) 유대에서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 말했던 구약
전서에 나오는 선지자.
하박국서: 1장은 여호와와 그의 선지
자 사이의 대화로 예레미야 12장 및
교성 121편과 비슷하다. 하박국은 악
한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같이 보여
서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2장에
서 여호와께서 하박국에게 인내하고
의로운 자는 신앙으로 생활하는 것

을 배워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3장은
하박국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였
던 그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다.

하이드(HYDE), 올슨(ORSON)

이 경륜의 시대에 부름 받은 초대 십
이사도 정원회의 일원(교성 68:1~3;
75:13; 102:3; 124:128~129). 그는 유
대 백성의 귀환을 위하여 1841년에
성지를 헌납한 것을 포함하여 교회
를 위하여 많은 사명을 수행하였다.

학개(HAGGAI)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의 유랑에
서 돌아온 직후인 대략 주전 520년
에 예루살렘에서 예언하였던 구약전
서에 나오는 선지자(스 5:1; 6:14). 그
는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다
시 세워질 것에 관해 말하였으며 그
것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
들을 책망하였다. 그는 또한 복천년
의 성전과 구주의 통치에 관해 기록
하였다.
학개서: 1장에서 여호와는 성전이 완
공되지 않은 상태에 있음에도 사람
들은 완성된 집에 살고 있는 것에 대
해 그들을 꾸짖었다. 2장은 여호와께
서 그의 성전에서 화평을 주실 것이
라는 학개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다.

한나(HANNAH). 또한 사무엘,
구약전서의 선지자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선지자인 사무엘
의 어머니. 여호와는 한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녀에게 사무엘을
주었다(삼상 1:11, 20~28). 한나는
사무엘을 여호와께 바쳤다. 감사를



드리는 그녀의 노래를 예수의 어머
니 마리아의 그것과 견주어 볼 수 있
다(삼상 2:1~10; 눅 1:46~55).

할례(割禮, CIRCUMCISION). 또한
아브라함의 성약 참조

구약의 경륜의 시대 동안에 이스라
엘 남자에 대한 아브라함의 성약의
표징(창 17:10~11, 23~27; 조성, 창
17:11). 할례는 사내아이나 성인이나
모두“포피”를 베어냄으로써 행해졌
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특권을 누리
고 성약의 책임을 받아들였다. 성약
의 표징으로서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성역에 의해 폐지되었다(모로 8:8;
교성 74:3~7).

함(HAM). 또한 노아, 성경의 족장
참조

구약전서에 나오는 노아의 세 번째
아들(창 5:32; 6:10; 모세 8:12, 27).
노아,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감, 창 7:13. 함
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음, 창
9:18~25. 함의 정부는 족장제였으
며, 땅과 지혜의 것에 관하여는 축복
을 받았으나 신권에 관하여는 아니
었음, 아브 1:21~27. 함의 아내, 애굽
투스는 가인의 후손이었으며, 그들
의 딸 애굽투스의 아들들이 애굽에
정착하였음, 아브 1:23, 25(시
105:23; 106:21~22).

합당(合當)한(WORTHY),

합당(WORTHINESS). 또한
의로운, 의로움 참조

개인적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그의 임명된 지도자가 승인할 수 있
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 10:38. 일
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눅 10:7(교성 31:5). 오직 범사를 합
당하게 행하도록 주의하라, 몰 9:29.
그들이 그에 합당하지 않으면 침례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모로 6:1. 게
으른 자는 그 직을 맡기에 합당한 자
로 헤아림을 받지 못할 것이요, 교성
107:100. 징계를 견디려 하지 않는
자는 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
니라, 교성 136:31. 신권이 모든 합당
한 남성 회원들에게 확대됨, 선2.

해리스(HARRIS), 마틴(MARTIN).
또한 몰몬경의 증인들 참조

몰몬경의 신성한 기원과 진실성에
대한 세 증인 가운데 하나. 그는 조
셉 스미스와 교회를 재정적으로 도
왔다. 주는 마틴 해리스에게 그의 재
산을 팔아서 그 돈을 몰몬경의 출판
비용으로 지불하여(교성 19:26~27,
34~35), 교회에 모범이 되라고 하셨
으며(교성 58:35), 성역의 비용을 지
불하는 데 도움을 주라고 하셨다(교
성 104:26).

마틴 해리스는 교회로부터 파문
되었으나 훗날 온전한 회원의 위치
로 돌아왔다. 그의 생애 끝무렵에 그
는 자신이 천사 모로나이와 조셉 스
미스가 몰몬경으로 번역한 금판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해방(解放, LIBERTY).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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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행위

사로잡힘; 선택의지; 자유로운,
자유 참조

자유롭게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상황. 복음 원리에 대한
순종은 사람을 죄의 영적인 속박에
서 자유롭게 한다(요 8:31~36).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시
119:45.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
가 있느니라, 고후 3:17. 그리스도께
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갈 5:1(교
성 88:86). 인간들은 자유로이 자유
와 영생을 택함, 니후 2:27. 이 땅은
자유의 땅이 될 것이며, 니후 10:11.
모로나이가 니파이인들 가운데 자유
의 기를 심었더라, 앨 46:36. 주와 그
의 종들이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언함, 교성 138:18, 31, 42.

해의 영광(榮光)(CELESTIAL

GLORY). 또한 승영; 영광의
등급들; 영생 참조

사람이 이 생 이후에 얻을 수 있는
영광의 세 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등
급. 여기에서 의인은 아버지 하나님
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
에서 거할 것이다.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고전 15:40(교성 76:96).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음, 고후 12:2. 해
의 영광이 시현으로 보여짐, 교성
76:50~70. 성도가 해의 영광의 세계
에서 한 처소를 바랄진대 준비해야
만 함이니라, 교성 78:7. 해의 왕국의

율법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해의 영
광을 감당할 수 없음이니라, 교성
88:15~22. 해의 영광 안에는 세 하늘
이 있음. 가장 높은 것을 얻기 위한
조건이 밝혀짐, 교성 131:1~2. 책임
을 질 수 있는 나이 이전에 죽는 어
린아이는 해의 왕국에서 구원을 받
음, 교성 137:10.

행(行)하다(DO). 순종, 순종하는,
순종하다 참조

행복(幸福)한(HAPPY),

행복(HAPPINESS). 기쁨 참조

행위(行爲, WORKS)

사람의 좋거나 나쁜 행동. 각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심판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잠 24:12.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마 5:16(3니
12:16).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마 7:21.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것이라, 약
2:14~26. 그들이 그들의 행위에 대해
반드시 심판받아야, 니전 15:32(모사
3:24).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후
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에 의
한 것임을 우리가 앎이라, 니후
25:23. 그들을 가르쳐 선한 일에 결
코 지치지 말게 하고, 앨 37:34. 사람
들이 그 행위대로 심판받게 되는 것
은 불가결한 것이니라, 앨 41:3. 그들
의 행위로 그들을 알 것이라, 모로
7:5(교성 18:38). 나 주가 모든 사람
을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할 것임



이니라, 교성 137:9.

헌납(獻納)하다(CONSECRATE),

헌납의 법(法)(LAW OF

CONSECRATION). 또한
하나님의 왕국 또는 천국; 협동
교단 참조

바치는것, 거룩하게하는것, 또는의
롭게 되는 것. 헌납의 법은 남자와 여
자가 자발적으로 그들의 시간, 재능,
재물을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건설
하는데바치는신성한원리이다.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
라, 출 32:29. 믿는 사람이 다 모든 물
건을 통용하고, 행 2:44~45. 저들은
저들 가운데 모든 것을 공유하였나
니, 그러므로 부한 자나 가난한 자가
없이, 4니 1:3. 주께서 헌납의 원리를
설명하심, 교성 42:30~39(교성
51:2~19; 58:35~36).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해서는 아니
됨, 교성 49:20. 모든 사람에게 그 가
족에 따라 균등하게 몫을 줄지어다,
교성 51:3. 성도들이 하늘의 일과 땅
의 일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 평등하
게 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세워짐,
교성 78:4~5. 모든 사람은 각자의 부
족과 필요에 따라 요구할 평등한 권
리가 있나니, 교성 82:17~19. 시온은
오직 해의 왕국의 율법의 원칙에 의
해서만 세워질 수 있음, 교성 105:5.
에녹의 백성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의롭게 거하며,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음, 모세 7:18.

헌물(獻物, OFFERING). 또한 구제,

구제를 베풂; 금식하다, 금식;
복지; 십일조, 십일조를 냄; 희생
참조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구약전서는
종종 이 단어를 희생 또는 번제를 지
칭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오늘날 교
회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또 다
른 합당한 이유를 위해 금식 헌물 및
다른 자발적 헌물(시간, 재능, 그리
고 소유를 포함함)을 사용한다.
너희는 십일조와 봉헌물에서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음, 말 3:8~10.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
리라, 마 5:23~24. 너희의 온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예물로 드리라, 옴
1:26. 만일 사람이 진정한 의도를 가
지지 않고 예물을 바친다면, 그것은
그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이니
라, 모로 7:6. 신권의 열쇠는 레위의
아들들이 또다시 의롭게 주께 제물
을 바칠 때까지 결코 다시는 거두어
지지 아니하리라, 교성 13:1. 이 날
곧 주의 날에는 네 헌물과 네 성찬을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바칠지니라,
교성 59:12. 한 교회와 한 백성으로
서 의롭게 헌물을 주께 바치자, 교성
128:24.

헌법(憲法, CONSTITUTION). 또한
율법; 정부 참조

교리와 성약에서, “헌법”은 미합중국
의 헌법을 가리키고 있으며, 그것은
복음의 회복을 위한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신성한영감을받은것이다.
헌법은 옹호되어야 함, 교성 9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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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헤브론

주께서 헌법이 제정되도록 하셨음,
교성 101:77, 80.

헛된(VAIN), 헛된 것(VANITY).
또한 교만; 세상적인 것 참조

그릇된 것 또는 속임, 교만. 헛된 그
리고 헛된 것은 또한 비어 있거나 가
치가 없음을 의미할 수 있다.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는 자
가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설 것임,
시 24:3~4.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
지 말라, 마 6:7. 크고 넓은 건물은 헛
된 상상과 교만이라, 니전 12:18. 너
희가 고집하여 너희 마음을 세상의
헛된 것에 두려느냐? 앨 5:53. 이 세
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지 말라, 네가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음이니라, 앨
39:14. 허영과 믿지 않음은 온 교회
로 하여금 정죄 아래 놓이게 하였느
니라, 교성 84:54~55. 우리가 우리의
헛된 야망을 만족시키려 할 때, 여러
하늘은 물러감, 교성 121:37.

헤로디아(HERODIAS)

신약전서에 나오는 헤롯 아그립바의
누이. 그녀는 삼촌 헤롯 빌립과 결혼
하여 딸 살로메를 낳았다. 그녀와 살
로메는 침례 요한의 목을 베도록 음
모를 꾸몄다(마 14:3~11).

헤롯(HEROD)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무렵에 유대를
통치했던 자들의 가족. 그들은 신약
전서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에서 중요
한인물들이다. 아래의도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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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리하면 네 혀가 풀리리라, 교
성 11:21.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방언으로 복음의 충만함을 듣게 되
리라, 교성 90:11.

협동교단(協同敎團, UNITED

ORDER). 또한 헌납하다, 헌납의
법 참조

회복된 교회의 초기 성도들이 헌납
의 법에 따라 생활하려 노력하였던
조직체. 개인들이 재산, 물품, 이익
을 나누고 이것들을 그들의 부족과
필요량에 따라 받았다(교성 51:3;
78:1~15; 104).
현세적인 일에 있어서 너희는 평등
하게 되어야 하나니, 교성 70:14. 성
도는 모든 일에서 평등하게 되도록
조직되어야 함, 교성 78:3~11(교성
82:17~20). 주께서 협동 교단에게 계
시와 명령을 주심, 교성 92:1. 존 존
슨은 협동 교단의 일원이 되어야 함,
교성 96:6~9. 주께서 협동 교단 운영
을 위한 일반 지침을 주심, 교성 104.
나의 백성은 해의 왕국이 요구하는
일치단결의 정신에 따라 단합하지
아니하는도다, 교성 105:1~13.

형제(兄弟)들(BRETHREN),

형제(BROTHER). 또한 사람,
사람들; 자매 참조

모든 남자와 여자는 우리의 하늘 아
버지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형제이며
자매이다. 교회의 남자 회원과 친구
는 교회에서 종종 형제로 지칭된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
라, 눅 22:32.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

298헤이고드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2킬로미터
떨어진 유대의 고대 도시. 이 곳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의 매장 장소
이다(창 49:29~32). 이 곳은 다윗의
초기 통치 기간에 그의 수도였다(삼
하 5:3~5).

헤이고드(HAGOTH)

몰몬경에 나오는 니파이인 선박 건
조자(앨 63:5~7).

혀(TONGUE). 또한 방언의 은사
참조

말에 대한 상징. 성도들은 그들의 혀
를 통제해야 하는데, 이는 그들이 자
신의 말을 통제해야 함을 의미한다.
혀는 또한 언어와 사람들을 지칭한
다. 마침내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또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고백할 것
이다(사 45:23; 롬 14:11).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시 34:13(벧
전 3:10).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
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
라, 잠 21:23. 누구든지 자기 혀를 재
갈 물리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경건
은 헛것이라, 약 1:26. 만일 말에 실
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
라, 약 3:1~13. 복음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될 것
임, 계 14:6~7(니후 26:13; 모사 3:13,
20; 교성 88:103; 112:1). 주께서 그들
자신의 나라와 방언을 가진, 모든 민
족에게 그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허
락하시나니, 앨 29:8. 이 판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나
아가리라, 앨 37:4. 나의 말을 얻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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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에 나오는 선지자. 그는 이스라
엘의 죄의 결과로 야기된 국가적 쇠
퇴 및 몰락의 시대에 살았다.
호세아서: 이 책의 기본 주제는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분의 모든 징계는 사랑 안에서 가해
졌으며 또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다(호
2:19; 14:4). 이와는 대조적으로 호세
아는 이스라엘의 배반과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는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구속을 바
라보실 수 있었다(호 11:12~14:9).

홍수(洪水), 노아 시대(時代)의

(FLOOD AT NOAH’S TIME).
또한 노아, 성경의 족장; 무지개;
방주 참조

노아 시대 동안에 지구는 완전히 물
에 잠기었다. 이것은 지구의 침례였
으며 깨끗하게 함을 상징한다(벧전
3:20~21).
하나님께서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
든 육체를 멸절하리니, 창 6:17(모세
7:34, 43, 50~52; 8:17, 30). 홍수가
땅에 덮이니, 창 7:10. 하나님께서 무
지개를 성약의 증거로 구름 속에 두
었음, 창 9:9~17. 물이 물러간 후에
미 대륙이 택하신 땅이 되었음, 이더
13:2. 악인들은 홍수로 멸망하리라,
모세 7:38; 8:24.

홍해(紅海, RED SEA). 또한 모세
참조

애굽과 아라비아 사이에 있는 바다.
그 북쪽의 두 개의 만이 시내 반도의

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1 3:10~17. 너희 형제를 너희 자신
과 같이 생각하고, 야곱 2:17. 모든
사람은 자기 형제를 자신과 같이 여
기라, 교성 38:24~25. 네 모든 대화
로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교성
108:7.

호산나(HOSANNA)

“우리를 구원하소서”를 의미하며
찬양과 기원에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

주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을 구원하여 내신 것을 기념하는 초
막절에 사람들은 시편 118편의 구절
을 찬송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
들었다. 예루살렘으로의 주의 승리
의 입성 때에도 무리가“호산나”를
외치고 예수가 타고 가도록 종려나
무 가지를 펴 놓아서 예수가 고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동일한 주임
을 그들이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 주
었다(시 118:25~26; 마 21:9, 15; 막
11:9~10; 요 12:13).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오래 기다리던 메시야로
인식하였다. 호산나라는 말은 모든
시대에 걸쳐 메시야를 찬양하는 말
이었다(니전 11:6; 3니 11:14~17). 호
산나 제창은 커틀랜드 성전 헌납에
도 순서에 포함되었으며(교성
109:79) 또 지금도 현대 성전의 헌납
의 일부이다.

호세아(HOSEA)

여로보암 이세의 통치 후반에 이스
라엘의 북왕국에서 예언하였던 구약



고백하다, 고백; 상한 마음;
속죄하다, 속죄; 예수 그리스도;
용서하다; 죄 사함 참조

하나님, 자기 자신, 그리고 삶의 전
반에 대해 새로운 태도를 가져오는
생각과 마음의 변화. 회개는 악에서
돌이켜 그의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
에게로 향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소
망에 따르고 죄를 버리는 것을 의미
한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사
랑과 그의 계명을 따르고자 하는 진
실한 소망에서 온다. 책임질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바, 구원을
향해 진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
개해야만 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 속죄를 통해서만 우리의 회개가
유효하며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
질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스
10:11.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
을 그치라, 사 1:16. 너희는 돌이켜 회
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겔
18:30~31.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 3:2. 죄인 한 사람이 회
개하면 하늘에서는 기쁨이 있음, 눅
15:7.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모든 사
람에게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행 17:30(니후 9:23; 3니 11:31~40; 교
성 133:16).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
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
루는 것이요, 고후 7:10. 전능하신 주
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이루셨으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으며,
모사 5:2. 만일 그가 자기 죄를 고백

300화

해안선을 형성한다. 주께서 기적적
으로 홍해를 갈라 모세의 인도 아래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마른 땅으로
지날 수 있도록 하셨다(출 14:13~31;
히 11:29). 모세가 바다를 가른 것이
후일의 계시에서 확인되었다(니전
4:2; 힐 8:11; 교성 8:3; 모세 1:25).

화(火, TEMPER). 분노 참조

화평(和平)케 하는 이

(PEACEMAKER). 또한 평화
참조

화평을 불러오거나 촉진하는 사람
(마 5:9; 3니 12:9). 화평케 하는 이는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모사 15:11~18).

확신(確信, CONFIDENCE). 또한
믿음, 믿다; 신뢰; 신앙 참조

어떠한 것 특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
스도에 대한 확신, 믿음, 신뢰, 또는
신앙을 가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사람을 신뢰
하는 것보다 나으며, 시 118:8. 여호
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잠 3:26.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우리로 담
대함을 얻으며, 요1 2:28. 간악한 니
파이인들이 그들 자녀들의 신뢰를
잃었나니, 야곱 2:35. 그리하면 하나
님의 면전에서 네 확신이 점점 강하
여지리니, 교성 121:45.

확인(確認, CONFIRMATION). 손,
안수 참조

회개(悔改)하다(REPENT),

회개(REPENTANCE).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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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단순하여, 율법 및 다른 거
룩한 기록의 두루마리들을 담는 궤
하나, 책을 읽는 책상 하나,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을 위한 자리들로 이
루어져 있다.

장로들로 이루어진 한 지역 평의
회가 각 회당을 관리하였다. 그들은
누가 들어올 수 있으며, 누가 들어올
수 없는지를 결정하였다(요 9:22;
12:42). 가장 중요한 역원은 회당장
이었다(눅 13:14; 막 5:22). 그는 일반
적으로 서기관이었으며, 건물을 돌
보고, 또 행사들을 감독하였다. 참석
자들은 서기의 의무를 수행하였다
(눅 4:20).

팔레스타인과 다른 곳 모두, 유대
인이 살고 있는 마을마다 회당이 있
었다. 교회의 초기 선교사들이 대체
로 회당에서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
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행
13:5, 14; 14:1; 17:1, 10; 18:4). 이와
같은 관행은 이 경륜의 시대의 초기
선교사들(교성 66:7; 68:1) 가운데뿐
아니라 몰몬경의 선교사들(앨 16:13;
21:4~5; 32:1) 가운데에서도 존재하
였다.

회복(回復), 복음(福音)의

(RESTORATION OF THE

GOSPEL). 또한 경륜의 시대;
배도; 복음; 스미스, 조셉, 이세
참조

하나님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 사이
에 그의 복음의 진리와 의식을 다시
세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

하고 회개하거든, 그를 너희는 용서
하라, 모사 26:29. 앨마의 전함이 있
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
작하였더라, 앨 14:1. 너희의 회개의
날을 미루지 말라, 앨 34:33. 앨마가
힐라맨에게 자신의 회개와 돌이킴을
가르침, 앨 36(모사 27:8~32). 형벌이
없이는 사람들에게 회개가 임할 수
없었나니, 앨 42:16. 너희를 회개로
이끌어 내릴 그 괴로움으로, 네가 죄
를 괴로워하기 바라노라, 앨 42:29.
너희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
을 내게 희생으로 드릴지니, 3니
9:20. 누구든지 회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내게로 오는 그는 내가 영
접하리니, 3니 9:22. 너희 땅의 모든
끝이여, 회개하라, 3니 27:20.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마다, 그들은 용
서를 얻었느니라, 모로 6:8. 이 세대
에게 회개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
라, 교성 6:9(교성 11:9). 회개하는 영
혼으로 인한 그의 기쁨은 얼마나 큰
고! 교성 18:13. 모든 사람은 반드시
회개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고
통을 겪어야 하나니, 교성 19:4.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쫓
겨날 것이니라, 교성 42:28. 자기 죄
를 고백하고 버리는 자는 용서받나
니, 교성 58:42~43. 회개하는 죽은 자
는 구속함을 받으리라, 교성 138:58.
우리는회개를믿는다, 신개 1:4.

회당(會堂, SYNAGOGUE). 또한
유대인 참조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임 장
소. 신약전서 시대에, 그 가구는 일



스도의 사도들이 지상에서의 성역을
베푼 후 일어났던 배도로 인해 지상
에서 잃어버린 바 되었다. 이 배도로
인해 복음의 회복이 필요하게 되었
다. 하나님은 시현, 천사들의 성역,
그리고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시는 계시를 통해 복음을 회복하였
다. 회복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서 시작되었으며(조역 1:1~75; 교성
128:20~21), 주의 살아 있는 선지자
들의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계속되
고 있다.
여호와의 전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
게 설 것이요, 사 2:2(미 4:2; 니후
12:2). 하나님께서 기이하고 가장 기
이한 일을 행하리니, 사 29:14(니후
25:17~18; 교성 4:1). 하나님이 한 나
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
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단 2:44. 엘리
야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마
17:11(막 9:12; 교성 77:14). 만물을
회복할 때가 올 것임, 행 3:21(교성
27:6).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다 그
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
이라, 엡 1:10. 내가 보니 다른 천사
가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계
14:6. 충만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나아올 것이요, 니전 15:13~18. 유대
인들이 참된 교회로 회복될 것임, 니
후 9:2. 후일에 진리가 나아가, 3니
16:7. 너희에게 나는 아론 신권을 부
여하노라, 교성 13:1(조역 1:69). 내
가 왕국의 열쇠를 마지막 때를 위해
맡겼으니, 교성 27:6, 13~14(교성
128:19~21). 이스라엘 지파들을 함

께 모으고 모든 것을 회복하라, 교성
77:9. 이 경륜의 시대의 열쇠들이 맡
겨지나니, 교성 110:16(교성 65:2).
신권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주어
짐, 교성 112:30. 나는 두 분을 보았
다, 조역 1:17. 나는 엘리야의 손으로
너희에게 신권을 드러내리라, 조역
1:38(말 4:5~6).

회장(會長, PRESIDENT). 또한
선지자; 제일회장단 참조

한 조직체의 감리 역원에 대한 칭호.
교회의 회장은 선지자, 선견자, 계시
자이며(교성 21:1; 107:91~92), 또 교
회의 회원은 교회의 선지자를“회
장”이라는 칭호로 불러야 한다(교성
107:65). 그는 모든 신권 열쇠를 행
사하는 권세를 받은 지상에서 유일
한 사람이다.

신권 정원회 및 교회의 다른 조직
의 장들도 또한 회장의 칭호로 불릴
수 있다.
주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왕국의 열쇠
를 주셨음, 교성 81:1~2. 세 사람의 회
장이 교회의 제일회장단 정원회를 구
성함, 교성 107:21~24. 회장들은 멜기
세덱의 반차를 좇아 성임됨, 교성
107:29. 집사, 교사, 제사 및 장로를
관장하는 회장들의 의무가 서술됨,
교성 107:85~89(교성 124:136~138,
142). 다른 모든 칠십인을 관장하는
일곱 사람의 회장이 있음, 교성
107:93~95. 스테이크의 회장들이 임
명됨, 교성124:133~135.

회장단(會長團, PRESI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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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휘트머, 피터, 이세

제일회장단 참조

훔치다(STEAL), 훔침(STEALING)

부정직하게 또는 불법으로 다른 사
람에게서 어떤 것을 취하는 것. 주는
항상 그의 자녀에게 훔치지 말 것을
명하셨다(출 20:15; 마 19:18; 니후
26:32; 모사 13:22; 교성 59:6).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
질도 못하는 하늘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 두라, 마 6:19~21. 니파
이인들의 패배는 교만, 부, 약탈, 도
적질로 인하여 왔음, 힐 4:12. 도적질
하고 회개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는
쫓겨날 것이니라, 교성 42:20. 훔치
는 자는 그 땅의 법에 넘겨질 것이니
라, 교성 42:84~85.

휘장(揮帳, VEIL)

⑴ 성막 또는 성전의 구역을 분리시
켜 주는 칸막이 ⑵ 하나님과 사람 사
이가 분리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상
징 ⑶ 사람들이 얼굴 또는 머리를 덮
기 위해 쓰는 얇은 천 ⑷ 전세의 존
재에 관한 사람들의 기억을 막기 위
해 하나님께서 주신 망각을 뜻하는
경전 상의 용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눔, 출
26:33.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성소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됨,
마 27:51(막 15:38; 눅 23:45).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
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고전 13:12. 믿지 않음의
어두운 휘장이 그의 마음에서 벗어
지고 있으며, 앨 19:6. 야렛의 형제에

게는 휘장 안을 바라볼 수 없도록 금
할 수 없었나니, 이더 3:19(이더
12:19). 휘장이 찢어져서 나를 보게
되리라, 교성 67:10(교성 38:8). 내 성
전을 가린 휘장이 걷힐 것이요, 교성
101:23. 휘장이 우리의 마음에서 걷
히고, 교성 110:1. 흑암의 휘장이 땅
을 덮을 것이요, 모세 7:61.

휘트니(WHITNEY), 뉴얼 케이

(NEWEL K.)

회복된 교회의 초기 지도자. 뉴얼 케
이 휘트니는 미국 오하이오 주 커틀
랜드의 감독이었으며, 후에 교회의
감리 감독으로 봉사하였다(교성
72:1~8; 104; 117).

휘트머(WHITMER), 데이비드

(DAVID)

회복된교회의초기지도자였으며, 몰
몬경의 신성한 기원과 진실성에 대한
세 증인 가운데 한 사람(교성 14,
17~18). 주는그에게교성14와30:1~4
에서개인적인가르침을주셨다.

휘트머(WHITMER), 존(JOHN)

회복된 교회의 초기 지도자였으며
몰몬경의 여덟 증인 가운데 한 사람.
몰몬경 소개 부분에 있는“여덟 증인
의 증언”참조. 그는 또한 복음을 전
하도록 부름받았다(교성 30:9~11).

휘트머(WHITMER), 피터(PETER),

이세(JR.)

회복된 교회의 초기 지도자였으며
몰몬경의 여덟 증인 가운데 한 사람.
몰몬경 소개 부분에 있는“여덟 증인



의 증언”참조. 주께서 그에게 교리
와 성약 16과 30:5~8에서 개인적인
가르침을 주셨다.

희생(犧牲, SACRIFICE). 또한 상한
마음; 성찬; 속죄하다, 속죄; 예수
그리스도; 피 참조

고대에 희생은 물건이나 사람을 거
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지금
에 와서 이는 주와 그의 왕국을 위하
여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거나, 잃는
것을 감내하는 것을 뜻하기에 이르
렀다. 주의 교회의 회원은 주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 조
셉 스미스는“모든 것의 희생을 요구
하지 않는 종교는 결코 생명과 구원
에 이르는데 필요한 신앙을 만들기
에 충분한 힘을 가질 수가 없다”고
가르쳤다.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희
생에 의해 얻은 축복은 포기한 어떤
것보다도 더욱 크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에서 쫓
겨난 이후, 주께서 그들에게 희생의
율법을 주셨다. 이 율법은 그들의 양
떼의 첫 새끼를 드리는 것을 포함하
였다. 이 희생은 하나님의 독생자에
의해 행해질 희생을 상징하였다(모
세 5:4~8). 이러한 관습은 예수 그리
스도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되었
으며 그의 돌아가심은 복음 의식으
로서의 동물 희생을 끝내게 하였다
(앨34:13~14).오늘날교회에서회원
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
여 빵과 물의 성찬을 취한다. 그리스
도의 교회 회원은 또한 오늘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의 희생을 바

칠것을요구받고있다(3니9:19~22).
이것은 그들이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지니며, 하나님의 계명에 기
꺼이순종함을의미한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
하여 제단 위에 놓고, 창 22:1~18(야
곱 4:5). 네 번제를 드리라, 출 20:24.
희생되어야 할 동물은 흠이 없어야
함, 신 15:19~21.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삼상 15:22. 사랑하는 것이 모
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
이다, 막 12:32~33. 그리스도의 희생
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
라, 히 10:10~14.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한 희생으로 자신을 바치사, 니후
2:6~7. 저 크고도 마지막이 되는 희
생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참으
로 무 한 하 고 영 원 하 니 라 , 앨
34:8~14. 더 이상 번제를 바치지 말
라;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하
나님께 희생하라, 3니 9:19~20(시
51:16~17; 교성 59:8). 오늘은 희생의
날이요, 교성 64:23(교성 97:12). 희
생으로 자신의 성약을 기꺼이 지키
려 하는 자 모두는 주께 받아들여짐,
교성 97:8. 조셉 에프 스미스가 의인
의 영을 보았으며, 그들은 구주의 희
생의 본을 따라 희생을 드린 자요,
교성 138:13. 십자가 위에서 치르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구
속이 이루어졌음, 교성 138:35.

히브리서(EPISTLE TO

HEBREWS). 또한 바울; 바울의
서한 참조

신약전서에 나오는 한 책. 바울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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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힐라맨, 베냐민 왕의 아들

회의 유대인 회원들에게 모세 율법
의 주요한 면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
에서 성취되었으며 또 그리스도의
보다 높은 복음의 법이 그것을 대신
하였음을 설득하기 위해 그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 바울이 그의 세 번
째 선교 사업 끝무렵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서기 60년경), 그는 교
회의 많은 유대인 회원들이 아직도
모세의 율법에 몰두하고 있음을 발
견하였다(행 21:20). 이는 예루살렘
에서 있었던 한 대회에서 모세의 율
법의 어떤 의식들은 이방인 그리스
도인의 구원에 필요하지 않다고 결
정한 지 적어도 십 년이 지난 뒤였
다. 이후 곧, 바울은 히브리인들이
더 이상 모세의 율법을 실천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그들 자신의 경전과
건전한 이치로 그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 쓴 것이 명백하다.

1장과 2장은 예수는 천사들보다
도 위대함을 설명하고 있다. 3~7장
은 예수를 모세 그리고 모세의 율법
과 비교하고 또 그가 그 두 가지보다
위대함을 증언하고 있다. 그 곳에서
또한 멜기세덱 신권이 아론 신권보
다 위대함을 가르치고 있다. 8~9장
은 모세의 율법의 의식들이 사람들
을 그리스도의 성역에 대해 어떻게
준비시켰으며 또 그리스도가 어떻게
새로운 성약의 중보자가 되는 지를
기술하고 있다(앨 37:38~45; 교성
84:21~24). 10장은 근면과 충실에 대
한 권면이다. 11장은 신앙에 관한 설
교이다. 12장은 훈계와 인사이다. 13

장은 결혼의 명예로운 본질과 순종
의 중요성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히브리어(HEBREW). 또한 이스라엘
참조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용하는 셈족의
언어.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인들이 바
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귀환
할 때까지 쓰이던 언어로, 그 당시에
는 아람어가 일상 대화의 언어가 되
었다. 예수 시대 동안에 히브리어는
학식있는 자들과 율법, 그리고 종교
서적의 언어였다.

히스기야(HEZEKIAH)

구약전서에 나오는 유대 국가의 의
로운 왕. 그는 이사야가 유대에서 선
지자였던 시대에 이십구 년을 통치
하였다(왕하 18~20; 대하 29~32; 사
36~39). 이사야는 교회와 나라를 개
혁하는 일에서 그를 도왔다. 그는 우
상 숭배를 억압하고 성전 의식들을
복원하였다. 히스기야의 생명은 기
도와 신앙으로 십오 년이 연장되었
다(왕하 20:1~7). 그의 통치의 초기
는 번영하였으나 앗수르 왕에 대한
모반(왕하 18:7)은 두 번의 앗수르의
침입을 초래하였다. 첫 번째는 이사
야 10:24~32에, 그리고 두 번째는 열
왕기하 18:13~19:7에 서술되어 있
다. 두 번째 침입 때 예루살렘은 여
호와의 천사에 의해 구원되었다(왕
하 19:35).

힐라맨(HELAMAN), 베냐민

왕(王)의 아들(SON OF KING



BENJAMIN). 또한 베냐민,
모사이야의 아버지 참조

몰몬경에 나오는 베냐민 왕의 세 아
들 가운데 하나(모사 1:2~8).

힐라맨의 아들들(SONS OF

HELAMAN). 또한
앤타이-니파이-리하이인; 힐라맨,
앨마의 아들 참조

몰몬경에 나오는 힐라맨의 지휘 아
래서 용사들이 되었던 암몬인으로
알려진 마음을 돌이킨 레이맨인들의
아들들(앨 53:16~22).
힐라맨이 그들을 그의 아들이라 불
리기에 합당하다고 여김, 앨 56:10.
그들의 어머니들이 그들을 건지시는
주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고 가르
쳤음, 앨 56:47. 그들이 레이맨인들
을 물리치고 그들의 신앙으로 보전
되어 아무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
였음, 앨 56:52~54, 56; 57:26.

힐라맨(HELAMAN), 앨마의

아들(SON OF ALMA). 또한
앤타이-니파이-리하이인; 앨마,
앨마의 아들; 힐라맨의 아들들
참조

몰몬경에 나오는 앨마의 아들인 앨
마의 맏아들(앨 31:7). 힐라맨은 선
지자이며 군사 지도자였다.
앨마가 그의 아들 힐라맨에게 그의
백성의 기록들과 야렛인의 판을 맡
겼음, 앨 37:1~2, 21. 앨마가 힐라맨
에게 그의 백성의 역사를 계속해서
기록할 것을 명하였음, 앨 45~62. 힐
라맨이 교회를 다시 세움, 앨

45:22~23. 이천 명의 젊은 암몬인 전
사들이 힐라맨에게 그들의 지휘관이
되어 주기를 원함, 앨 53:19, 22. 힐
라맨과 그의 암몬인 청년들이 레이
맨인들과 싸워 신앙에 의해 보전됨,
앨 57:19~27.

힐라맨(HELAMAN), 힐라맨의

아들(SON OF HELAMAN)

몰몬경에서, 니파이 백성을 가르쳤
던 선지자이며 또 기록 보존자. 그는
아들 앨마의 손자이며 또 모든 원소
를 다스릴 권능이 주어졌던 니파이
의 아버지였다(힐 5~10). 그의 아들
니파이와 함께 힐라맨은 힐라맨서를
기록하였다.
힐라맨서: 1~2장은 커다란 정치적
혼란의 시대를 기술하고 있다. 3~4
장은 힐라맨과 니파이인 군대의 대
장인 모로나이하가 결국에는 한동안
평화를 이룩할 수 있었음을 기록하
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훌륭한 사람
들의 지도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은 급격히 사악해져 갔다. 5~6장에
서 니파이는 그의 조부 앨마가 했던
것처럼,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대판사 직을 포기하였다. 한동안 백
성들은 회개하였다. 하지만 6~12장
에서 니파이인 국가는 사악해졌다.
마지막 부분인 13~16장은 구주의 탄
생과 십자가에 달림, 그리고 그러한
사건을 알리게 될 표적을 미리 말하
였던 레이맨인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에 관한 놀라운 기사를 담고 있다.

힘나이(HIMNI). 또한 모사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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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힘나이

베냐민의 아들; 모사이야의
아들들 참조

몰몬경에 나오는 모사이야 왕의 아

들. 힘나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레
이맨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갔다
(모사 27:8~11, 34~37; 28:1~9).



308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의 발췌문

다음은 흠정역 성경의 조셉 스미스 역(조성)에서 발췌한 것이다. 주께서 선지
자 조셉 스미스에게 영감을 주시어 원전이 기록된 이래로 상실되었거나 변경
된 성경의 본문에 진리를 회복하게 하셨다. 이들 회복된 진리는 교리를 분명
하게 해 주며 경전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켜 주었다. 경전 안내서에 선정된 구
절들은 어떤 언어로 번역되었든지 경전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것이다.

원저자가 한때 기록했던 어떤 진리들을 주께서 조셉에게 계시해 주셨으므
로 조셉 스미스 역은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성경 번역과도 다르다. 이러한 점
에서 볼 때 번역이라는 말은 보통 쓰이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며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이는 조셉의 번역이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글자 그대
로의 번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계시이기 때문이다. 조셉 스미스 역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경전 안내서에 가나다순으로 열거되어 있는 항목 중

“조셉 스미스 역(조성)”을 참조해 주기 바란다.
다음은 조셉 스미스 역 중에서 뽑은 한 예이다.

조성, 마태복음 4:1, 5~6, 8~9
(마태복음 4:1, 5~6, 8~9 비교. 누가복음
4:2, 5~11에도 같은 변경이 가해져 있음)

(예수께서 사탄에 의하여가 아니라 영에 의
하여 인도되셨음.)

1 그때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성령에게 인도되어 광야로 가시더라.

5 그때 예수께서 거룩한 성으로 이끌려 가
시매성령이그를성전꼭대기에세우시니,

6 그때 마귀가 그에게 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
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
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니라.

8 그리고 또, 예수께서 성령에 감동되셨더
니 성령이 그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사 그에게 세상의 모든 왕국과 그들의 영
광을 보이시니,

9 마귀가 다시 그에게 와서 이르되 만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
을 네게 주리라.

고딕체 출전은 흠정역
성경의 조셉 스미스 역에
나오는 구절임. 그의
번역이 성경 본문을
회복한 것이기 때문에 절
번호가 여러분이
사용하는 성경과 다를 수
있음.

괄호 안은 조셉 스미스
역 본문과 비교해야 할
성경 참조 구절임

이 부분은 조셉
스미스가 그의
번역으로 어떤 교리를
분명하게 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음.

조셉이 번역한 본문임.



309 조성, 창세기 14:25~40

성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무지
개를 하늘에 두셨음. 마지막 날에 장
자의 교회의 총회가[에녹 시대의 주
의 시온: 모세서 7장 참조] 땅에서 의
인과 연합할 것임.)

21 그리고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
으리니, 내가 그것을 바라보리라. 그
리하여 네 조상 에녹에게 맺은 영원
한 성약 곧 사람들이 나의 모든 계명
을 지킬 때 시온 곧 내게로 데려온
에녹의 도시가 다시 땅에 오리라 한
것을 내가 기억하리라.

22 그리고 이것은 나의 영원한 성
약이니 곧 네 후손이 진리를 받아들
이고 올려다 볼 때, 그때에 시온은
내려다 볼 것이요, 모든 하늘은 즐거
움으로 진동할 것이요 땅은 기쁨으
로 떨리라.

23 그리고 장자의 교회의 총회가
하늘에서 내려와 땅을 소유할 것이
요, 끝이 오기까지 처소를 가지리라.
그리고 이것은 내가 네 조상 에녹과
맺은 나의 영원한 성약이니라.

24 그리고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
으리니, 땅 위에 있게 될 모든 육체
를 가진 각 생물을 위하여 나는 나와
네 사이에 맺었던 나의 성약을 네게
세우리라 하시고,

25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는 땅 위에 있게 될 모든 육체를
위하여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세운 성
약의 표징이니라 하셨더라.

조성, 창세기 14:25~40 (창세기
14 비교)

(멜기세덱의 위대한 성역이 언급됨,

조성, 창세기 9:10~15 (창세기
9:3~9 비교)

(사람은 살인에 대하여 또한 동물의
생명을 헛되이 빼앗는 데 대하여 책
임을 지게 될 것임.)

10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
으로 준 모든 고기의 피는 땅에 흘릴
지니라. 이는 그 생명을 취하는 것이
니, 그 피를 너희는 먹지 말지니라.

11 그리고 반드시, 피는 흘리지
말지니, 다만 너희 생명을 구하기 위
하여 먹을 것을 위해서만 흘릴지라,
모든 짐승의 피를 내가 너희 손에 요
구하리라.

12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이 그의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사람이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
아야 함이니라.

13 무릇 모든 사람의 형제는 저마
다 사람의 생명을 보전하라는 계명
을 내가 주노니, 이는 내가 사람을
내 자신의 형상대로 지었음이니라.

14 또 한 가지 계명을 내가 너희
에게 주노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
하며 땅에 가득하며 그 곳에서 번성
하라.

15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
되, 보라, 내가 너희 뒤를 이을 너희
자손에 관하여 너희 조상 에녹에게
맺은 내 성약을 너희와 세우리라.

조성, 창세기 9:21~25 (창세기
9:16~17 비교)

(에녹과 노아에게 맺으신 하나님의



멜기세덱 신권의 권능과 축복이 서
술됨.)

25 그리고 멜기세덱이 그 목소리
를 높여 아브람을 축복하였더라.

26 이제, 멜기세덱은 의를 행하는
신앙의 사람이었나니, 어릴 적에 그
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사자들의
입을 막았으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
도 하였더라.

27 또 이같이 하나님에게서 인정
을 받아 그는 하나님께서 에녹과 맺
으신 성약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
에 성임되었더라.

28 이는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좇은 것이니, 이 반차는 사람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도 온 것이 아니요, 아
버지나 어머니로 인한 것도 아니요,
시작하는 날이나 끝나는 해로 말미
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29 또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음성
으로 부르심으로써 그 자신의 뜻에
따라 사람들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
모두에게 주어졌느니라.

30 이는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서약으로써 에녹과 그의 자손에게
맹세하시기를, 이 반차와 부르심을
좇아 성임되는 자마다 신앙으로 말
미암아 권능을 가져야 하리니, 이로
써 산을 부수며 바다를 가르며 물을
마르게 하며 물을 그 진로에서 돌이
키게 하며,

31 열국의 군대를 물리치며 땅을
가르며 모든 결박을 끊으며 하나님
의 면전에 서며 그의 뜻에 따라, 그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하며 통치
자들과 세력들을 복종케 하되, 이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뜻에 의함이니라.

32 그리고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
님의 이 반차에 나아 오는 사람들은
변형되어 하늘로 데려가심을 입었느
니라.

33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은 이
반차의 제사장이었나니, 그러므로,
그는 살렘에서 평화를 얻었고 평강
의 왕이라 불렸더라.

34 그리고 그의 백성은 의를 행하
였고 하늘을 얻었으며 하나님이 전
에 데려가사 땅에서부터 갈라놓으시
고, 후일 곧 세상의 끝을 위하여 보전
해 두신 에녹의 도시를 구하였더라.

35 그리고 말씀하사 서약으로 맹
세하시되, 하늘들과 땅은 함께 할 것
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불로 시험
받는 것같이 시험을 받아야 하리라
하셨더라.

36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이같이
의를 세우고 그의 백성에 의하여 하
늘의 왕 또는 다른 말로 하면 평강의
왕이라 불렸더라.

37 그리고 그가 그 음성을 높여 아
브람을 축복하였으니, 그는 대제사
장이요 하나님의 창고를 지키는 자
더라,

38 그를 하나님이 임명하사 가난
한 자를 위하여 십일조를 받게 하셨
더라.

39 그런즉, 아브람이 그가 가진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그가 필요로

310조성, 창세기 14:25~40



311 조성, 창세기 17:23

하는 것 이상으로 그에게 주사 그가
소유한 모든 재물의 십일조를 그에
게 바쳤더라.

40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하나
님이 아브람을 축복하사 그가 맺으
신 성약에 따라, 또 멜기세덱이 그에
게 축복한 그 축복에 따라, 재물과
존귀와 땅을 영원한 소유로 그에게
주셨더라.

조성, 창세기 15:9~12 (창세기
15:1~6 비교)

(아브라함이 시현으로 하나님의 아
들을 보았고 부활에 대하여 알게 되
었음.)

9 그리고아브람이아뢰되, 주하나
님이여, 주는 어떻게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나에게주려하시나이까?

10 이에 주께서 이르시되, 네가
죽었을지라도 내가 이를 네게 줄 수
없겠느냐?

11 또 만일 네가 장차 죽을지라도
너는 이를 소유하리니, 이는 인자가
살 그 날이 임함이니라. 그러나 그가
죽지 않을진대 어찌 살 수 있으리요?
그는 먼저 살리심을 받아야만 하느
니라.

1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아브
람이 인자의 날을 바라보다가 보고
기뻐하였고, 그의 영혼이 쉼을 얻었
으며 주를 믿으매 주께서 이를 그에
게 의로 헤아리셨더라.

조성, 창세기 17:3~7,11~12

(창세기 17:3~12 비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할례의 성약

을 세우셨음, 침례 의식과 어린아이
들이 책임을 지게 되는 나이가 아브
라함에게 계시되었음.)

3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아브
람이 엎드려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4 이에 하나님이 그와 말씀을 나
누며 이르시되, 나의 백성은 나의 법
도를 떠나 그릇 갔으며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나의 의식을 지키지 아
니하며,

5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기름
부음과 장사 지냄 곧 침례를 준행하
지 아니하며,

6 도리어 돌이켜 계명에서 떠나
어린아이의 씻음과 뿌리는 피를 스
스로 취하며,

7 말하기를 의인 아벨의 피가 죄
로 인하여 흘린 바 되었다 하며 그들
이 내 앞에서 어떻게 책임이 있는지
를 알지 못하였도다.

11 이에 내가 너와 할례의 성약을
세우리니, 이는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나의 성약이 될지니, 이
는 어린아이들이 여덟 살이 되기까
지는 내 앞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하
는 줄을 너로 영원히 알게 하려 함이
니라.

12 너는 내가 네 조상과 맺은 나
의 모든 성약을 지켜 준행하고, 또
내가 내 입으로 친히 네게 준 계명들
을 지킬지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네 뒤를 이을 네 후손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조성, 창세기 17:23 (창세기 17:17
비교)



(아브라함은 이삭의 출생이 예고되
었을 때 기뻐하였음.)

23 그때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얼
굴을 대고 기뻐하며 자기 마음에 이
르기를, 백 세 된 자에게 한 아이가
태어나겠고 구십 세 된 사라가 출산
하리라.

조성, 창세기 19:9~15 (창세기
19:5~10 비교)

(롯이 소돔의 사악함에 저항하였음.)
9 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물

러서라 하고, 그들이 그에게 노하
였더라.

10 그리고 그들이 서로 이르기를,
이 자가 우리 가운데 머무르고자 들
어와서 이제 스스로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그
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11 그런즉, 그들이 그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그 사람들과 또한 네
딸들도 가지리니, 우리 보기에 좋을
대로 우리가 그들에게 행하리라 하
였으니,

12 이제 이것은 소돔의 사악함에
따른 것이었더라.

13 이에 롯이 이르되, 보라 이제
내게 남자를 알지 아니한 두 딸이 있
도다. 청컨대, 내 형제들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나로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지 않게 하고 너희는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지 말
지니라.

14 하나님은 이 일에 있어 자기의
종을 의롭다 아니하실 것임이니, 그

런즉, 이번 한 번만 내 형제들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너희는 이 사람들
에게 아무 것도 하지 말라. 그리하여
그들로 내 집에서 평안히 있게 하라.
이는 그리하려고 그들이 내 지붕 아
래로 들어왔음이니라.

15 이에 그들이 롯에게 노하여 가
까이 와서 문을 부수려고 하였더라.
그러나 거룩한 사람인 하나님의 천
사들이 그들의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에 있는 그들에게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더라.

조성, 창세기 48:5~11 (창세기
48:5~6 비교)

(요셉의 자손이 후일에 이스라엘이
집합할 때 지도자가 될 것임.)

5 그리고 이제, 내가 애굽으로 와
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 땅에서 네
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 관하여는, 보라, 그들은 내 것이
라 내 조상의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
하시리니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그들
이 복 받으리라. 이는 그들이 내 것
임이라. 그런즉 그들은 내 이름을 좇
아 불리리라(그러므로 그들은 이스
라엘이라 불렸더라).

6 그리고 그들 이후에 네가 낳는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 형
제들의 이름을 좇아 그들의 기업을
얻고 그 지파로 불리리니 그러므로
그들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
파라 불렸더라.

7 또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조상의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
서 내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가 내게

312조성, 창세기 19:9~15



313 조성, 창세기 50:24~38

맹세하시되 그가 그 땅을 영원한 소
유로 내게 그리고 내 자손에게 주시
기로 하셨느니라.

8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가 나를
축복하사 내 집을 죽음에서 구해내
기 위하여 너를 일으켜 내게 종이 되
게 하셨고

9 나의 백성, 네 형제들을 그 땅에
있던 혹독한 기근에서 구출하려고
그리하셨나니, 그런즉 네 조상의 하
나님이 너와 네 허리의 열매를 축복
하실 것이니, 그들이 네 형제들보다
또 네 아비의 집보다 복 받으리라.

10 이는 네가 이겼고 네가 네 형
제들의 손으로 팔려 애굽으로 오기
전에 네게 보였던 것 같이 네 아비의
집이 네게 절하였음이라. 그런즉 네
형제들이 네게, 대대로 영원토록 네
허리의 열매에게 절하리로라.

11 이는 네가 나의 백성에게 빛이
되어 그들의 포로의 날에 속박에서
그들을 구출해 낼 것이요 그들이 죄
아래 온전히 몸을 굽힐 때에 그들에
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임이니라.

조성, 창세기 50:24~38 (창세기
50:24~26 비교, 또한 니파이후서
3 참조)

(애굽에서의 요셉의 이 예언 중에 모
세, 아론 및 조셉 스미스의 이름이 모
두 거론되었음. 또한 요셉은 몰몬경
이 유다의 기록과 짝을 이룰 것을 예
언하였음.)

24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
되 나는 죽어 내 조상들에게 가노니,
나는 기쁨으로 내 무덤에 내려가노

라. 내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
와 함께 하사 너희 속박의 날에 고난
에서 너희를 건져 내시기를 비노라.
이는 주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주께 한 가지 약속을 얻었음이니, 곧
내 허리의 열매로부터 주 하나님께
서 한 의로운 가지를 내 허리에서 너
희에게 일으키시고, 내 아버지 야곱
이 이스라엘이라 이름한 너를 위하
여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사, (실로라
부르는 메시야는 아니니), 이 선지자
가 너희 속박의 날에 나의 백성을 애
굽에서 건져내리라.

25 그리고 이렇게 되리니, 그들은
또다시 흩어질 것이요 한 가지가 꺾
어져 먼 나라로 이끌려 나갈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야가 오실
때에 그들은 주의 성약 안에서 기억
되리라. 이는 그가 후일에 권능의 영
으로 그들에게 나타내신 바 되어 그
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숨겨진 어둠
에서, 사로잡힘에서 자유로움으로
인도해 내실 것임이니라.

26 한 선견자를 주 나의 하나님께
서 일으키시리니 그가 내 허리의 열
매들에게 뛰어난 선견자가 되리라.

27 이같이 내 조상의 주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뛰어난 선견자 하나
를 내가 네 허리의 열매로부터 일으
키리니, 그가 네 허리의 열매 가운데
서 높이 여김을 받으리라. 또 그에게
내가 명령을 주어 네 허리의 열매,
그의 형제들을 위하여 한 가지 일을
하게 하리라.

28 그리고 그는 내가 너희 조상들



과 맺은 성약을 그들에게 알게 할 것
이요 또 그는 내가 그에게 명할 일은
무엇이든지 행할 것이니라.

29 그리고 나는 그를 내 눈에 크
게 하리니 이는 그가 나의 일을 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집이여, 나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지기 위하여
너희에게 일으키겠다 말한 자와 같
이 그는 크게 되리라. 이는 선견자를
내가 일으켜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게 할 것임이니, 그는 모세라
불리리라. 이 이름으로 그가 네 집에
속한 자임을 알리라. 이는 그는 왕의
딸에 의하여 양육될 것이요 딸의 아
들이라 불리리라.

30 그리고또, 한선견자를내가네
허리의 열매로부터 일으켜, 그에게
내가 권능을 주어 네 허리의 자손들
에게 나의 말을 가져다 주게 하며, 나
의 말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마지
막 날에 그들 가운데 이미 나아갔을
나의 말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리
라, 주께서말씀하시느니라.

31 그런즉 네 허리의 열매가 기록
할 것이요 유다의 허리의 열매가 기
록할 것이라. 네 허리의 열매에 의해
기록될 것과 또한 유다의 허리의 열
매에 의해 기록될 것이 함께 자라 거
짓 교리들을 무너뜨리며 다툼을 가
라앉히며 네 허리의 열매 가운데 평
화를 이루며 후일에 그들로 하여금
그들 조상에 대하여 알게 하고 또한
나의 성약에 대하여 알게 하리라. 주
께서 말씀하시니라.

32 또 연약함으로부터 그가 강하

게 되리니, 마지막 날에, 나의 일이
나의 모든 백성 가운데 나아갈 그 날
에,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그들을 회
복하리라.

33 그리고 그 선견자를 내가 축복
하리니, 그를 멸망시키려 하는 자들
이 좌절되리라. 이는 이 약속을 내가
네게 줌이라, 이는 내가 너를 대대로
기억할 것임이니, 그의 이름은 조셉
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의 부친의
이름을 따를 것이며, 또 그는 너와
같을 것이라, 이는 주가 그의 손으로
드러내실 일이 나의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34 그리고 주께서 요셉에게 그의
자손을 영원히 보전하리라 맹세하며
이르시되, 내가 모세를 일으키리니
막대가 그의 손에 들릴 것이요 그가
내 백성을 함께 모을 것이요 그는 그
들을 양 떼같이 인도할 것이요 그는
자기 막대로 홍해의 물을 치리라.

35 그리고 그는 재판하는 권능을
가질 것이요 또 주의 말씀을 기록하
리라. 또 그는 많은 말을 말하지 않
으리라. 이는 내가 내 자신의 손가락
으로 나의 율법을 그에게 적어 그에
게 써줄 것이며, 그를 위하여 대변자
를 주리니 그의 이름은 아론이라 불
리리라.

36 그리고 내가 맹세한 것 같이
또한 마지막 날에 네게 이루어지리
라. 그러므로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
게 이르되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돌
아 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
여 내사 그가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

314조성, 창세기 50:24~38



315 조성, 출애굽기 33:20, 23

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였더라.

37 그리고 요셉이 다른 많은 것들
을 그의 형제들에게 확인하여 주며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
되 하나님께서 정녕 너희를 돌아보
시리니 너희는 내 뼈를 여기에서 메
고 올라가겠다 하라.

38 그리하여 요셉이 백십 세에 죽
으매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
고 그를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또
그는 이스라엘의 자녀에 의하여 매
장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운
구되어 자기 부친과 함께 무덤에 놓
이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같이 그들
이 그에게 맹세한 서약을 기억하였
더라.

조성, 출애굽기 4:21 (출애굽기
4:21; 7:3, 13; 9:12; 10:1, 20, 27;
11:10; 14:4, 8, 17; 신명기 2:30
비교)

(주께서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에 대해 책임이 없으심. 또한
조성, 출애굽기 7:3, 13; 9:12; 10:1,
20, 27; 11:10; 14:4, 8, 17 참조. 각 참
조 구절은 정확하게 번역되었을 때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한 사
실을 보여줌.)

21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
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
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으나 바로는 자기 마음을 완악
하게 하여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라.

조성, 출애굽기 18:1 (출애굽기
18:1 비교)

(이드로는 대제사장이었음.)
1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대제

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를
위하여 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
하여 행하신 모든 것과 주께서 애굽
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일
을 들으니라.

조성, 출애굽기 22:18 (출애굽기
22:18 비교)

(살인자는 살려 두지 말 것.)
18 너는 살인자를 살려 두지 말지

니라.

조성, 출애굽기 33:20, 23

(출애굽기 33:20, 23 비교)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없음.)

20 또 그가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번에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
니, 두렵건대 나의 노여움이 또한 네
게도 불붙듯 하여 너와 네 백성을 멸
할까 하노라. 이는 이번에 그들 가운
데 나를 보고도 살아 있을 자가 아무
도 없음이니, 그들의 죄가 심히 무거
움이니라. 또 어느 때에라도 죄있는
자와 어느 때에라도 죄가 있을 자가
내 얼굴을 보고도 살 자는 아무도 없
느니라.

23 또 내가 내 손을 거두리니 네
가 내 등을 볼 것이로되 다른 때처럼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노하고 있음



이니라.

조성, 출애굽기 34:1~2, 14

(출애굽기 34:1~2, 14; 교리와
성약 84:21~26 비교)

(모세에게 주신 두 번째 판에는 처음
판보다 낮은 율법이 실려 있음.)

1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
되 너는 다른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그리하면 네가
깨뜨린 판에 처음 기록되었던 대로
율법의 말씀을 또한 내가 그것들 위
에 쓰리라. 그러나 처음 대로는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가운데서 신
권을 거둘 것임이라, 그러므로 나의
거룩한 반차와 그 의식은 그들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나의 임
재함이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임이라, 두렵건대 내가 그들을 멸
할까 하노라.

2 그러나 처음과 같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리라. 그러나 그것은 육신
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좇은 것이 되
리니, 이는 나의 분노 중에 내가 맹
세하였음이라. 곧 그들은 그들의 나
그네 길의 날에 나의 안식에, 나의
면전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음이
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한 대로
행하고 아침까지 준비하여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그 곳 산꼭대기에
서 내게 너를 보이라.
(여호와는 구약의 백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던 이름 중의 하
나였다.)

14 이는 네가 다른 신을 예배하지

말아야 함이니, 주는 여호와라 이름
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조성, 신명기 10:2 (신명기 10:2
비교)

(처음 판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신
권의 영원한 성약을 계시하셨음.)

2 그리고 나는 거룩한 신권의 영
원한 성약의 말을 제외하고 네가 깨
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그 판에 쓰
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조성, 사무엘 상 16:14~16, 23

(사무엘 상 16:14~16, 23 비교.
비슷한 변경이 사무엘 상 18:10
및 19:9에 가해져 있음.)

(사울에게 임한 악한 영은 주께로부
터 오지 아니하였음.)

14 그러나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주께로 말미암지 아니한 악
한 영이 그를 번뇌하게 하니라.

15 이에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이제, 하나님께로 말
미암지 아니한 악한 영이 당신을 번
뇌하게 하온즉

16 원컨대 우리 주는 당신 앞에
있는 신하들에게 명하여 수금을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이렇게 되리니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아니한 악한 영이 당신에
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당신
이 나으시리이다.

23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하나
님께로 말미암지 아니한 악한 영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316조성, 출애굽기 34:1~2, 14



317 조성, 시편 24:7~10

낫고악한영은그에게서떠나더라.

조성, 사무엘하 12:13 (사무엘하
12:13 비교)

(다윗의 무거운 죄는 하나님께서 사
하지 아니하셨음.)

13 그리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
되 내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범하였
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 또한 당신이 죽지 않도록 당
신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조성, 역대하 18:22 (역대하 18:22
비교)

(주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선지자들
의 입에 넣지 아니하심.)

22 그러므로 이제, 보소서, 주께
서 이들 당신의 선지자들의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을 찾아내셨고 주께서
당신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
이다.

조성, 시편 14:1~7 (시편 14:1~7
비교)

(시편 작가는 회복의 날을 기뻐하였
음.)

1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
기를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다
하는도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자
신을 보이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므
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보라,
그들은 부패하고 그들은 가증한 일
을 행하였으며 그들 중에 아무도 선
을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2 이는주께서하늘에서사람의자
녀들을 굽어 살피사 그의 음성으로

써 자기 종에게 이르시되 너는 사람
의 자녀들 가운데 구하여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가 있는지 살피라 하셨
나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입을 주께
열어 아뢰되 자신들은 주의 것이라
말하는이모든자를보소서하거늘,

3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들
은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너는 선을 행하는 자를 한 사람
도 볼 수 없나니 결코 하나도 없도다.

4 그들의교사되는자모두는악을
행하는 자들이요 그들에게는 지식이
없도다. 그들은 나의 백성을 먹어 치
우는 자들이라. 그들은 떡을 먹으면
서주를부르지아니하는도다.

5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나니, 이
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심
이로다. 그는 가난한 자의 조언자시
니, 이는 가난한 자가 악인을 부끄럽
게 여기며 그들의 피난처로 주께 도
망하는 연고니라.

6 주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그들은 가난한 자의 조언자를 부끄
럽게 여기는 도다.

7 오이스라엘의구원인시온이하
늘에서 나와 세워졌더라면. 오 주여,
어느 때에 당신이 시온을 세우시겠
나이까? 주께서 자기 백성을 포로 됨
에서 데려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
할것이요이스라엘은기뻐하리라.

조성, 시편 24:7~10 (시편 24
비교)

(이 시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찬양
하고 있음.)

7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오 너희



야곱의 세대여. 너희는 들리어 질지
어다. 주는 강하고 능하시며 영광의
왕이신 주는 전쟁에 능하사 너희를
영원토록 세우시리라.

8 또 그는 하늘들을 말아 없애실
것이며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하
여, 너희에게 영원한 이름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너를 자기의 영원한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하여 내려 오시
리로다.

9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오 너희
야곱의 세대여, 너희 머리를 들지어
다 너희 영원한 세대여, 만군의 주,
왕중의 왕,

10 곧 영광의 왕께서 너희에게 오
실 것이요 또 자기 백성을 구속하실
것이요 또 그들을 의 가운데 세우시
리로다. 셀라.

조성, 시편 109:4 (시편 109:4
비교)

(우리는 우리의 대적를 위하여 기도
해야 함.)

4 그리고 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의 대적들이오나, 그러할
지라도 나는 그들을 위하여 계속 기
도하리라.

조성, 이사야 42:19~23 (이사야
42:19~22 비교)

(주께서 눈먼 자에게 자기 종을 보내
실 것임.)

19 이는 내가 눈먼 너희들에게 나
의 종을 보낼 것임이니, 그러하도다,
보내진 자가 눈먼 자의 눈을 열 것이
요, 귀먼 자의 귀를 뚫을 것임이니,

20 만일 그들이 사자 곧 주의 종
의 말을 들으면 그들의 눈이 멀었음
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하게 되
리라.

21 너는 많은 것을 보고도 유의하
지 아니하며, 들을 귀를 열고도 듣지
않는 백성이라.

22 주는 이러한 백성을 크게 기뻐
하지 아니하시거니와 자기의 의로우
심을 인하여 율법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며 그것을 존귀하게 하시리라.

23 너는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한
백성이라, 네 원수인 그들 모두는 너
를 굴 속에 가두며 그들은 너를 옥에
숨겼도다. 그들이 너를 먹이로 취하
였으되 구원하는 자가 아무도 없나
니, 탈취당하여도 도로 주라 말하는
자가 없도다.

조성, 예레미야 26:13 (예레미야
26:13 비교)

(주께서는 회개하지 않으시며 사람
이 회개함.)

13 그러므로 이제 너희 길과 너희
행위를 고치고 주 너희 하나님의 음
성을 청종하고 회개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을
돌이키시리라.

조성, 아모스 7:3 (아모스 7:3
비교)

(주께서는 회개하지 않으시며 사람
이 회개함.)

3 그리고주께서야곱에관하여이
르시되 야곱이 이로 인하여 회개할
지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를 온전히

318조성, 시편 109:4



319 조성, 마태복음 4:11

멸하지아니하리라. 주가이르노라.

조성, 마태복음 3:24~26

(마태복음 2:23 비교)
(예수의 청년기와 유년기가 서술
됨.)

2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
는 자기 형제들과 함께 자라나며 강
건하여지고 주께서 장차 임할 그의
성역의 때를 알려주시기를 기다리시
더라.

25 또 그는 자기 부친 아래에서
일하였고 다른 사람처럼 말하지 아
니하셨으며 가르침을 받을 수 없었
나니, 이는 어느 누구도 그를 가르칠
필요가 없었음이더라.

26 그리고 많은 해가 지난 후 그
의 성역의 시간이 다가왔더라.

조성, 마태복음 3:43~46

(마태복음 3:15~17 비교)
(예수는 요한에게서 침수로써 침례
를 받으셨음.)

43 그리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
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대에게 침
례 받는 것을 허락하라. 우리가 이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그가 허락
하는지라.

44 요한이 물 속으로 내려가 그에
게 침례를 베푸니라.

45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나
서 물에서 곧바로 올라오시니, 요한
이 보니, 보라, 하늘들이 그에게 열
리더니 그가 보매 하나님의 영이 비
둘기 같이 내려 예수께 임하시더라.

46 또 보라, 그는 하늘로부터 음
성을 들었으니, 이르시되,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
시더라.

조성, 마태복음 4:1, 5~6, 8~9

(마태복음 4:1, 5~6, 8~9 비교.
누가복음 4:2, 5~11에도 같은
변경이 가해져 있음.)

(예수께서 사탄에 의하여가 아니라
영에 의하여 인도되셨음.)

1 그때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성령에게 인도되어 광야로
가시더라.

5 그때 예수께서 거룩한 성으로
이끌려 가시매 성령이 그를 성전 꼭
대기에 세우시니,

6 그때마귀가그에게와서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
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
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않게하리로다하니라.

8 그리고 또, 예수께서 성령 안에
계시더니성령이그를지극히높은산
으로데리고가사그에게세상의모든
왕국과그들의영광을보이시니,

9 마귀가 다시 그에게 와서 이르
되 만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조성, 마태복음 4:11 (마태복음
4:11 비교)

(예수께서 천사들을 침례 요한에게
보내어 보살피게 하심.)



11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요한이
옥에 갇힘을 아시고 그가 천사들을
보내시니, 보라, 그들이 와서 그를
보살피니라.

조성, 마태복음 4:18 (마태복음
4:19 비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관하
여 말했음.)

18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
되 나는 선지자들이 기록한 바로 그
니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조성, 마태복음 4:22 (마태복음
4:23 비교)

(예수께서 자기 이름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고치셨음.)

22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
니사 그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왕
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자기 이름
을 믿는 백성 중에서 모든 아픈 것과
모든 병을 고치시니라.

조성, 마태복음 6:14 (마태복음
6:13 비교. 누가복음 11:4에도
같은 변경이 가해져 있음.)

(주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아
니하심.)

14 우리를 시험에 들게 버려두지
마시옵고다만악에서구하시옵소서.

조성, 마태복음 6:22 (마태복음
6:22 비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
여 구하면 우리의 온몸이 빛으로 채

워질 것임.)
22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만일네눈이하나님의영광만을전념
하여구하면네온몸이빛으로채워지
리라.

조성, 마태복음 6:38 (마태복음
6:33 비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 세우기
를 구하여야 함.)

38 그런즉 너희는 이 세상의 것들
을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왕국
을 건설하고 그의 의를 세우기를 구
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
게 더하여 지리라.

조성, 마태복음 7:1~2 (마태복음
7:1~2 비교)

(불의하게 비판하지 말 것.)
1 이제 이는 제자들이 백성에게

말하도록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
신 말씀이니라.

2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불의
하게 비판하지 말고 의로운 비판을
하라.

조성, 마태복음 7:9~11

(마태복음 7:6 비교)
(왕국의비밀을세상에알리지말라.)

9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 모든 이
에게 이르되 회개하라. 이는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음이라 하라.

10 그리고 너희는 왕국의 비밀을
너희 속에 간직할지니라. 이는 거룩
한 것을 개에게 주거나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짐이 합당하지 아니함이

320조성, 마태복음 4:18



321 조성, 마태복음 17:10~14

니라. 염려컨대 그들이 그것을 자기
발로 밟을까 하노라.

11 이는 너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세상이 받을 수 없음
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진주를
그들에게 주지 말지니라. 염려컨대
그들이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하노라.

조성, 마태복음 9:18~21 

(이 절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회복하여 마태복음 9:15와
마태복음 9:16사이에 끼워 넣은
것임.)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침례를 거절
하셨음.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을 주
셨음.)

18 그때에 바리새인이 그에게 이
르되 당신은 우리가 모든 율법을 지
키는 것을 보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침례로써 받아들이려 하지 아니하나
이까?

19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르시되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아니
하느니라. 만일 너희가 율법을 지켰
더라면 나를 영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율법을 준 자임이라.

20 나는 너희를 침례로써 받아들
이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것이 너희에
게아무유익이되지아니함이니라.

21 이는 새 것이 올 때에 낡은 것
은 버려지게 됨이니라.

조성, 마태복음 16:25~26

(마태복음 16:24 비교)
(“예수의 십자가를 지라”는 구절의

의미는 경건치 아니한 것을 부인하
는 것임.)

25 그때에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
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
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6 그리고 이제, 사람이 자기 십
자가를 지는 것은 스스로 모든 경건
치 아니한 것과 모든 세상 정욕을 부
인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조성, 마태복음 17:10~14

(마태복음 17:11~13 비교)
(두 일라이어스가 오게 되어 있었
음－하나는 예비하기 위함이며 하나
는 회복하기 위함임.)

10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기록한 대로
일라이어스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11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일라이어스는 이미 왔으니 기
록된 자에 관하여,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그는 내 앞길을 예
비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12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
난을 받으리라.

13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일라이어스는 누구냐? 보라, 이 사
람이 일라이어스니 곧 내 앞에서 길
을 예비하도록 내가 보내는 자니라.

14 그제서야 제자들이 그가 그들
에게 침례 요한과, 또한 선지자들이
기록한 대로, 와서 만유를 회복해야



할 또 다른 분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
임을 깨닫더라.

조성, 마태복음 18:11 (마태복음
18:11 비교. 또한 모로나이 8장
참조)

(어린아이는 회개할 필요가 없음.)
11 이는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구

원하고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러
왔으되 이 어린아이들은 회개할 필
요가 없나니,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
임이니라.

조성, 마태복음 19:13 (마태복음
19:13 비교)

(어린아이는 구원받을 것임.)
13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

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그에게 데리고 오더라. 그
러자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어 이르
길, 그럴 필요가 없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어린아이들은 구원 받
으리라 하셨다 하더라.

조성, 마태복음 21:33 (마태복음
21:32~33 비교)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회개
해야만 함.)

33 이는 내게 관한 요한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먼저 회개하지
않고는 나를 믿을 수 없음이니라.

조성, 마태복음 21:47~56

(마태복음 21:45~46 비교)

(예수께서 그가 머리된 모퉁잇돌임
을 선언하셨음. 복음은 유대인에게

그다음 이방인에게 전하여짐. 예수
께서 돌아오실 때에 악인은 멸망 당
할 것임.)

47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
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48 그들이 서로 이르기를 이 사람
이 혼자서 이 큰 왕국을 무너뜨릴 수
있으리라 생각하느냐? 하고 이에 그
들이 예수께 성내었더라.

49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할 때 무리를 무서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예수를 선지자로 받드는 줄
그들이 알았음이더라.

50 그리고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그에게 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르시되 내가 그들에게 말한 비유의
말을 기이히 여기느냐?

51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내가 그 돌이요 저 악한 자들이
나를 거절하는 도다.

52 나는 모통이의 머리니라. 이
들 유대인이 내 위에 떨어져 깨어지
리라.

53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
에게서 취하여져 열매 맺는 나라에
(이방인을 뜻함) 주어지리라.

54 그런즉 이 돌이 누구 위에 떨어
질지라도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라.

55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에 그가 이 비천하고 악한 사람들을
멸할 것이요, 마지막 날에 그 포도원
을 다른 농부에게 맡기리니 그는 절
기에 따라 열매를 그에게 바치리라.

56 그때에 가서야 그가 그들에게

322조성, 마태복음 18:11



323 조성, 마가복음 9:40~48

하신 비유를 깨달았으니, 곧 주께서
그 땅과 그 주민인 그의 포도원에서
다스리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에 이방인도 또한 멸망 당하리라 하
신 것이라.

조성, 마태복음 23:6 (마태복음
23:9 비교)

(하늘에 계신 이는 우리의 창조주이
심.)

6 땅 위에 있는 그 누구도 너희 창
조주 또는 너희 하늘 아버지라 부르
지 말라. 이는 너희 창조주와 하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
신 그분이심이라.

조성, 마태복음 26:22, 24~25

(마태복음 26:26~29, 조성,
마가복음 14:20~25 비교)

(예수께서 성찬을 제정하심.)
22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

을 가지사 떼어 축복하시고 자기 제
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
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
속물로 주는 내 몸을 기억하는 것이
니라.

24 이것은 그들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내 이름을 믿는 자를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의 내 피를 기억하는 것
이니라.

25 또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
니 너희는 내가 행한 것을 본 대로
지켜 행하고 끝까지 나에 대하여 증
거할지니라.

조성, 마태복음 27:3~6

(마태복음 27:3~5, 사도행전 1:18
비교)

(유다의 죽음이 서술됨.)
3 그때에 예수를 배반한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에게 도로 갖다주며

4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
하는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5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
라. 네 죄가 네게 있느니라 하거늘

6 유다가 은을 성전에 던져 넣고
떠나가서 스스로 나무에 목을 매더
라. 그러자 곧 곤두박질하여 창자가
흘러나와 죽으니라.

조성, 마가복음 9:3 (마가복음 9:4
비교)

(침례 요한이 변형의 산에 있었음.)
3 이에 그 곳에 모세와 더불어 일

라이어스, 곧 다른 말로 하면 침례
요한과 모세가 그들에게 나타났더
라. 그리고 그들이 예수와 더불어 말
씀하더라.

조성, 마가복음 9:40~48

(마가복음 9:43~48 비교)

(죄를 범하게 하는 손이나 발을 찍어
버리는 것이 빗나가도록 인도하는
교제를 끊는 것에 비교됨.)

40 그러므로 만일 네 손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혹 만
일 네 형제가 너로 범죄하게 하고 고
백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면



그를 끊어 버리라. 네가 불구자로 생
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1 이는 네가 네 형제 없이 생명
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와 네 형제가
지옥에 던져져 결코 꺼지지 아니할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음으니 그
곳은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곳이니라.

42 그리고 또, 만일 네 발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그 곁
을 네가 걸을 때 네 깃발이 되는 자,
만일 그가 범법자가 되거든 그를 끊
어버리라.

43 네가 다리 저는 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결코 꺼지지 아니할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4 그러므로모든사람으로하여금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스스
로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하게 하라.
다른사람에게의지하지않게하라.

45 내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만일 너희가 받게 되리라 믿으면서
신앙으로 구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
이 바로 그때에 이루어지리라.

46 그리고 만일 너를 위하여 보는
너의 눈, 즉 네게 빛을 보여주기 위
하여 너를 살펴보도록 지명된 자가
범법자가 되어 너를 범죄하게 하거
든 그를 빼어 버리라.

47 네가 한쪽 눈으로 하나님의 왕
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으로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 이는 네 자신이 구원받음이 네

형제와 더불어 지옥에 던져지는 것
보다 나음이라. 그 곳은 그들의 벌레
가 죽지 아니하며, 그 곳은 불이 꺼
지지 아니하느니라.

조성, 마가복음 12:32 (마가복음
12:27 비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무덤에서
일으키시는 까닭으로 죽은 자의 하
나님이 아님.)

32 그러므로 그는 죽은 자의 하나
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
이는 그가 그들을 무덤에서 일으키
심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오해
하였도다.

조성, 마가복음 14:20~25

(마가복음 14:22~25, 조성,
마태복음 26:22, 24~25 비교)

(예수께서 성찬을 제정하심.)
20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

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
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21 보라, 이것은 너희가 나의 몸
을 기억하여 행할 것이니, 너희가 이
를 행할 때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
던 이 시간을 기억하리라.

22 또 그가 잔을 가지사 감사드리
면서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
니라.

23 또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
의 피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언약
을 기억하는 것이니, 나에 대하여 너
희는 온 세상에 증거할지니라.

24 또 너희가 이 의식을 행할 때

324조성, 마가복음 12:32



325 조성, 누가복음 2:46

마다 내 성역의 마지막 때에 내가 너
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와 더불어
이 잔을 마신 이 시간의 나를 기억할
지니라.

25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이것에 대하여 너희는 증언할지
니, 이는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
시는 날까지 다시는 너희와 더불어
마시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조성, 마가복음 14:36~38

(마가복음 14:32~34 비교)
(겟세마네에서 열두 사도 중 몇 사람
까지도 메시야로서의 예수의 역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

36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동산
에 이르매 제자들이 심히 놀라고 매
우 슬퍼하며 이분이 메시야인지 의심
하여마음에불평하기시작하니,

37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8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
리고 가실 새 그들을 꾸짖으시며 그
들에게 이르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
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조성, 마가복음 16:3~6

(마가복음 16:4~7 비교. 마태복음
28:2~8에도 같은 변경이 가해져
있음. 누가복음 24:2~4 비교)

(두 천사가 구주의 무덤 곁에서 여인
들에게 인사함.)

3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니, 돌이
굴려져있고(그것은심히컸더라), 그
위에 두 천사가 앉았는데 긴 흰옷을
입고있음을보매, 그들이놀라더라.

4 그러나 천사들이 그들에게 이르
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
는 일어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
니라. 그들이그를두었던곳을보라.

5 그리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
드로에게 이르기를 그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에게
말씀하신대로 너희가 거기서 그를
뵈오리라 하라 하는지라.

6 그리고 그들이 무덤 안으로 들
어가 그들이 예수를 두었던 곳을 보
았더라.

조성, 누가복음 1:8 (누가복음 1:8
비교)

(침례 요한의 부친 사가랴는 신권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었음.)

8 그리고 그가 그 신권의 반차대
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새

조성, 누가복음 2:46 (누가복음
2:46 비교)

(성전에 있는 박사들이 예수의 말을
듣기도 하며 그에게 묻기도 하고 있
었음.)

46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사흘
후에 그들이 그를 성전에서 찾은즉,
박사들 중에 앉으셨으니, 그들이 그
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에게 묻기도
하더라.



조성, 누가복음 3:4~11

(누가복음 3:4~6 비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언을 성취
하시고 죄를 없애시며 구원을 가져
오시고 빛이 되실 것이며, 그는 권능
의 날, 때가 찬 날에 오실 것임.)

4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은 이와 같으니, 이르
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
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5 보라, 또 바라보라, 이는 선지자
들의 책에 기록된 것같이 그가 장차
와서 세상의 죄를 없애며 이방 나라
들에 구원을 가져오시며 이스라엘의
우리에 속한 양들 중 잃어버린 자들
을 함께 모으시리니,

6 참으로, 흩어지고 고난을 당하
는 자들이라. 또한 그는 길을 예비하
시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하시고

7 또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모든 자
에게 땅의 구석구석까지 빛이 되시
며, 죽은 자로부터 부활을 가져오시
고 또 높이 오르사 아버지의 우편에
거하시며

8 때가 차고 율법과 간증이 인봉
되며 왕국의 열쇠가 다시 아버지께
넘기울 때까지 그리하사

9 모든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모든 자를 심판하러 내려 오시며 모
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그들
이 범한 그들의 경건하지 않은 행위
들을 깨닫게 하시리니, 이 모든 것은
그가 오시는 날에 있으리라.

10 이는 그 날이 권능의 날이라.
참으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
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요 굽은
것이 곧아지며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임이니라.

11 그리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조성, 누가복음 11:53 (누가복음
11:52 비교)

(경전의 충만함이 지식의 열쇠임.)
53 율법사들아! 너희에게 화있을

진저, 이는 너희가 지식의 열쇠인 경
전의 충만함을 제하여 버렸음이니,
너희는 스스로 왕국에 들어가지 않
으며 또 들어가고 있는 자도 막았느
니라.

조성, 누가복음 12:9~12

(누가복음 12:9~10 비교)
(성신을 모독하면 용서 받지 못할 것
임.)

9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
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서 부인 당하리라.

10 이제 그의 제자들이 그가 이렇
게 말한 줄 알았으니, 이는 그들이
사람 앞에서 그에 대하여 악하게 말
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사람
앞에서 그에 대해 고백하기를 두려
워하였음이니라.

11 그리고 그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그는 우리 마음을 아시며 우
리의 정죄를 말씀하시는도다 그리하
니 우리가 용서 받지 못하리라 한대
그러나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

326조성, 누가복음 3:4~11



327 조성, 누가복음 12:41~57

르시되
12 누구든지 인자를 거스려 말하

고 회개할 것이면 그는 용서받으리
라 그러나 성신을 거스려 모독하는
자는 용서 받지 못하리라.

조성, 누가복음 12:41~57

(누가복음 12:38~48 비교)
(우리는 주의 오심을 항상 준비해야
함.)

41 이는 보라. 그가 밤 초경에 오
고 또한 이경에 오며 또다시 삼경에
올 것이라.

42 또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
르노니 그에 대하여 기록된 것같이
그는 이미 왔느니라. 그리고 또다시
그가 이경에 오거나 삼경에 올 때,
그가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을 알게 될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43 이는 그 종들의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먹는 자리에 앉히고
나아와 섬길 것임이니라.

44 또한 이제, 진실로 내가 너희
에게 이 일들을 이르노니, 이는 주의
오심은 밤의 도적 같다는 이것을 너
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45 또한 그것은 마치 집 주인 된
어떤 사람과 같으니, 만일 그가 자기
재물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도적이 와서 그의 재
물을 가져다가 자기 동료 사이에 나
누느니라.

46 그리고 그들이 서로 이르기를,
만일 그 집의 가장이 도적이 어느 때
에 올지 알았더라면 그는 지켜서 자
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여 재물을 잃

지 않게 하였으리라 하더라.
47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

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므로 너희도 또한 준비하고 있
으라. 이는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때
에 인자가 올 것임이니라.

48 그때에 베드로가 그에게 여짜
오되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
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
이까?

49 그리고 주께서 이르시되, 적절
한 때에 그의 자녀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주기 위해 집을 다스리는 자
로 주가 삼을 자들에게 이르노라.

50 또 그들이 이르되 그러면 충실
하고 지혜로운 종은 누구이오니까?

51 또 주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것은 적절한 때에 자기 몫의 양식
을 주려고 깨어 있는 그 종이니라.

52 그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될 그 종은 복이 있
으리로다.

53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주인이 그를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을 다스리는 자로 삼으리라.

54 그러나 악한 종은 깨어 있지
아니한 자니라. 그리고 만일 그 종
이 깨어 있지 아니하면 그가 마음
에 이르기를 내 주인은 더디 오리
라 하여 그 남종들과 여종들을 때
리기 시작하고 먹고 마시며 술 취
하게 되리라.

55 그가 생각하지 않은 날에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를 잘라버리고 그의 분깃



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정하
리라.

56 주인의 뜻을 알고도 주의 오심
을준비하지아니하고그의뜻대로행
하지아니한종은많이맞을것이라.

57 그러나 자기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주께서 많은 것
을 맡긴 자에게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달라 할 것이니라.

조성, 누가복음 16:16~23

(누가복음 16:16~18 비교)
(예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심.)

16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를 가졌거늘
이 사람에 대하여는 우리가 그를 우
리를 다스리는 자로 받아들이지 아
니하리니 이는 그가 스스로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이 됨이니라.

17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르시되 율법과 선지자들은 나에 대
하여 증거하느니라. 그러하도다, 또
한 심지어 요한 때까지 기록한 모든
선지자들이 이 날에 대해 예언하였
느니라.

18 그때 이래로 하나님의 왕국이
전파되어 진리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
이그리로들어가려고힘쓰느니라.

19 또 무릇 율법의 한 획이 떨어
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우리라.

20 또 어찌하여 너희는 율법을 가
르치면서도 기록된 것을 부인하며,

아버지께서 너희 모두가 구속받게
하고자 율법을 이루기 위해 보내신
자를 정죄하느냐?

21 오 어리석은 자들아! 이는 너희
가 너희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또 너희는 바른 길을
굽게 하며 천국이 너희의 폭력으로
고난받게 하는도다. 또 너희는 온유
한 자를 핍박하며 너희의 폭력으로
왕국을 멸하려 하며, 왕국의 자녀들
을 힘으로 빼앗으려 하는도다. 화 있
도다 너희 간음하는 자들이여! 하시
더라.

22 또다시 그들이 그를 모욕하였
으니, 이는 그들이 간음한 자라고 말
한 것에 대해 화 났기 때문이더라.

23 그러나 그는 계속하여 이르시
기를, 무릇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
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
이요 무릇 자기 남편에게 버림 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
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부자에 비유하리라 하
시더라.

조성, 누가복음 17:21 (누가복음
17:20~21 비교)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임하였음.)
21 그들이, 보라, 여기라 또는 보

라, 저기라, 말할 수 없으리니, 이는,
보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희에
게 임하였음이니라.

조성, 누가복음 17:36~40

(누가복음 17:37 비교)
(예수께서 의인의 집합에 관한 비유

328조성, 누가복음 16:16~23



329 조성, 누가복음 23:35

를 설명하심.)
36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아뢰

되 주여 그들이 데려가게 될 곳이 어
디니이까?

3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몸이 모이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또는 다시 말하면 성도가 모이는 곳
이면 어디든지 그 곳에 독수리들도
함께 모이리니, 혹 그 곳에 남은 자
들도 함께 모이리라 하시니라.

38 이를 그가 말씀하심은 그의 성
도들의 집합과 천사들이 내려와 남
은 자들을 그들에게 모으심을 뜻하
나니, 하나는 침상에서 다른 하나는
맷돌질하는 데서, 다른 하나는 밭에
서, 그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서나 모
으시느니라.

39 이는 진실로 새 하늘들과 새
땅이 있으리니, 그 안에 의로움이 거
함이니라.

40 또 그 곳에는 부정한 것이 없
으리니, 이는 땅은 늙어, 썩어 부패
하는 옷처럼 될 것임이라, 그런즉 그
것은 사라지고 그 발등상은 모든 죄
로부터 깨끗하여져 성결케 되어 남
아 있으리라.

조성, 누가복음 18:27 (누가복음
18:27 비교)

(재물에 의지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
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함.)

27 또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재
물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왕국
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나 이 세
상에 속한 것을 버리는 자가 들어가

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니라.

조성, 누가복음 21:24~26

(누가복음 21:24~26 비교)
(예수께서 그의 오심의 징조를 설명
하심.)

24 이제 그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하여 이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시
더라. 그런 후에 그의 제자들이 그에
게 묻자와 아뢰되 주여 당신의 오심
에관하여우리에게말씀해주소서.

25 이에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때가 이루어질
세대에 해에 그리고 달에 그리고 별
들에 징조가 있을 것이며, 땅에서는
나라들이 포효하는 바다와 파도처럼
혼란 중에 환난이 있으리라. 땅도 또
한 괴로움을 겪을 것이요, 큰 깊음의
물들 또한 그러하리라.

26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또한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함으
로 기절하리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
이 흔들리겠음이라.

조성, 누가복음 21:32 (누가복음
21:32 비교)

(이방인의 때가 찰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임.)

32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이 세대 곧 이방인의 때가 차게
될 세대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
지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조성, 누가복음 23:35 (누가복음
23:34 비교)

(예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박



은 로마 병사를 위하여 용서를 구
하셨음.)

35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
지여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
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이다 하시더라.(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병사를 뜻하심이라) 그들이 그
의 옷을 나눠 제비 뽑더라.

조성, 요한복음 1:1~34

(요한복음 1:1~34 비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태초부터
전파되었음. 한 일라이어스[침례 요
한]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길을 예비
하게 될 것이며 또 다른 일라이어스
[그리스도]는 만물을 회복하게 될
것임.)

1 태초에 복음이 아들을 통하여
전파되었느니라. 그리고 복음은 곧
말씀이었으며, 말씀은 아들과 함께
있었고 아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
으니 아들은 하나님께 속하였더라.

2 바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
께 계셨느니라.

3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어
진 것이 없느니라.

4 그 안에 복음이 있었고 복음은
생명이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더라,

5 빛이 세상에 비치되 세상이 이
를 깨닫지 못하니라.

6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사
람이있었으니그의이름은요한이라

7 그가 증인으로서 세상에 왔으니

모든 자에게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아들을 통하여 복음을 증언하여 그
를 통하여 사람들로 믿게 하려 함이
니라.

8 그는 그 빛이 아니요 다만 그 빛
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으니

9 이는 참 빛이요, 세상에 오는 모
든 사람을 비치시니

10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
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
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
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11 그가 그의 백성에게 오셨으되
그의 백성은 그를 영접치 아니하였
더라.

12 그러나 그를 받아들이는 자들
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
을 주시되 오직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에게만 그리하셨느니라.

13 그는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
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14 그리고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으니 은혜와 진리
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이더라.

15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이르되 이 사람이 내가 말하였
던 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그 사람이라 하더라.

16 무릇 태초에 말씀 곧 아들이
계셨고, 그가 육신이 되어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으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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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그의 충
만함을 받게 되리라. 그리고 그의 충
만함을 우리 모두가 받았으니, 곧 그
의 은혜를 통한 불멸과 영생이니라.

17 무릇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
어졌으나, 생명과 진리는 예수 그리
스도를 통하여 왔느니라.

18 무릇 율법은 육신에 속한 계명
을 따른 것이었으므로 사망에 이르
게 하였거니와 복음은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된 것이니라.

19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증언하
셨던 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때에
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떠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음이니라.

20 또 이것이 요한의 증언이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제사
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 그에게
너는 누구냐 물을 때의 일이라.

21 또 그는 드러내어 자신이 일라
이어스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드러내어 이르되 나는 그리
스도가 아니라 하더라.

22 또 그들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그렇다면 어찌하여 네가 일라이어스
냐 하니, 또 그가 이르되 나는 만물
을 회복하게 될 일라이어스가 아니
라 하더라. 또 그들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그 선지자냐 하니, 또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하더라.

23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게 하라. 너는
네 자신에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4 그가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
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니라 하더라.

25 또 보냄을 받은 그들은 바리새
인들이더라.

26 또 그들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만일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요 만물
을 회복하게 될 일라이어스도 아니
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너는 어찌
하여 침례를 베풀었느냐?

27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
르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리니

28 그는 내가 증언하는 분이시니
라. 그가 그 선지자요, 바로 일라이
어스시니, 그는 내 뒤에 오시나 나보
다 앞선 분이시니라.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며, 그의
자리는 내가 채울 수 없느니라. 이는
그가 침례를 베풀려니와 물로써뿐만
아니라 불로써 또 성신으로써 그리
할 것임이니라.

29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
기에게 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
상의 죄를 제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하고

30 또 요한이 사람들에게 그에 대
하여 증언하여 이르되 이분이 내가
말하였던 바, 내 뒤에 오시나 나보다
앞선 분이시니라. 무릇 그는 나보다
먼저 계셨으며, 나는 그를 알았나니



그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보이심을
받아야 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물
로 침례를 베풀고자 왔느니라.

31 또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그
가 내게서 침례를 받으실 때 나는 성
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더라.

32 또 내가 그를 알았나니 이는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
신 이, 바로 그가 내게 이르시되 네
가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자를 보거
든, 바로 그가 성신으로 침례를 베푸
는 이니라 하셨음이니라.

33 또 내가 보았고 이분이 하나님
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34 이 일은 요한이 침례를 베풀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바라에서 된 일
이니라.

조성, 요한복음 1:42 (요한복음
1:42 비교)

(게바는“선견자”또는“돌”을 의미
함.)

42 또 그가 그를 예수께로 데려오
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
되 네가 요나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
역하면 선견자 또는 돌이니라. 그들
은 어부더니, 이에 곧바로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조성, 요한복음 4:1~4 (요한복음
4:1~2 비교)

(예수께서 침례를 베푸셨음.)
1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더

많다하는말을바리새인들이들었고
2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더 부지

런히 방법을 찾더라. 이는 많은 자들
이 요한을 선지자로 영접하되 예수
는 믿지 아니함이더라.

3 이제 주께서 자기 제자들만큼
많이 친히 침례를 베풀지 아니하셨
을지라도 주께서 이를 아셨으니,

4 이는 서로 존경하는 모범을 그
들에게 보이시기 위해 그들에게 허
락하심이더라.

조성, 요한복음 4:26 (요한복음
4:24 비교)

(하나님께서 참되게 믿는 자들에게
그의 영을 약속하셨음.)

26 이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
서 그의 영을 약속하셨음이니 그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
야 하느니라.

조성, 요한복음 13:8~10

(요한복음 13:8~10 비교)
(예수께서 사도들의 발을 씻기셨음.)

8 베드로가 그에게 아뢰되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실 필요가 없나이다. 예
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
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
관이 없느니라.

9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아뢰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또한 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10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
과 머리를 씻은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나니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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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라. 이제 이는 유대인의 율법 아
래 그들의 관습이니 그런즉 예수께
서 율법을 이루시려고 이를 행하셨
더라.

조성, 요한복음 14:30 (요한복음
14:30 비교)

(어둠의 왕자 곧 사탄은 이 세상에
속함.)

30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
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에
속한 어둠의 왕자가 옴이라. 그러나
그는 나를 이길 힘이 없으되 너희를
이길 힘은 있느니라.

조성, 사도행전 9:7 (사도행전 9:7,
22:9 비교)

(바울이 개심할 때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빛은 보았으나 음성을 듣거
나 주를 보지는 못하였음.)

7 그와 같이 가던 사람들은 진정
빛을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그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은 듣지 못하
였더라.

조성, 로마서 4:16 (로마서 4:16
비교)

(은혜를 통한 신앙과 행위는 둘 다
구원에 필수적임.)

16 그러므로 너희는 은혜를 통하
여 신앙과 행위로 의롭게 되나니 이
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확실하
게 하려 하심이니, 율법에 속한 자에
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니라.

조성, 로마서 7:5~27 (로마서
7:5~25 비교)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권능을 가지고 계심.)

5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
법으로 말미암지 아니한 죄의 정욕
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
였더니

6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서
는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
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7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
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
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
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8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잡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도다.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
는 죽은 것임이니라.

9 이는 전에는 범법이 없이 내가
살았으나, 그리스도의 계명이 이르
매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 또 생명에 이르게 하도록 제정
된 그리스도의 계명이 이르렀는데
이를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나는 그것
이 나를 사망에 이르도록 정죄함을
아는도다.

11 이는 죄가 기회를 잡아 계명을
부인하고 나를 속이더니, 그에 의해
내가 죽임을 당하였는지라.



12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율법
이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
우며 선한 것임을 아는도다.

13 그러면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
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
히려 죄가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죄
로 나타나 나를 죽게 만들려 함이니,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심히 죄 되
게 하려 함이니라.

14 무릇 우리는 계명이 영적인 줄
아노라. 하지만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나는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음이니라.

15 그러나 이제 나는 영적이니 이
는 내가 행하라 명 받은 바를 행하며
또 허락되지 아니하도록 명 받은 바
를 나는 허락하지 아니함이니라.

16 이는 내가 알기에 옳지 않은
것을 나는 행하려 하지 않음이요 죄
가 되는 것은 내가 미워함이니라.

17 그러할진대 만일 내가 허락하
려 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
하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 함에 동의
하는 것이니 나는 정죄받지 아니하
느니라.

18 그러하면 이제 죄를 짓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도리어 나는 내
안에 거하는 그 죄를 굴복시키려 하
는도다.

19 무릇 내 속 곧 내 육신에는 선
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알며, 무
릇 의지는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행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으니 오직 그
리스도를 통해서 뿐이라.

20 무릇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

행하였을 선은 선하지 않음을 내가
알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나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노라.

21 그러나 내가 율법 아래에서 행
하고자 아니한 악은 내가 선함을 알
게 되었나니 이를 나는 행하는도다.

22 이제 만일 내가 그리스도의 도
움을 통하여 율법 아래에서 행하고
자 아니한 것을 행하면,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니, 더이상 내가
잘못 행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도
리어 내 안에 거하는 죄를 굴복시키
기를 구하노라.

23 그리하여 율법 아래에서 내가
안 것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이는 내가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
워함이니라.

24 그리고 이제 나는 다른 율법을
보나니 곧 그리스도의 계명이라, 이
는 내 마음 속에 새겨져 있도다.

25 그러나 내 지체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26 만일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굴복시키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죄
의 법을 섬길진대 오 나는 곤고한 사
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
를 건져내랴?

2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
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
을 섬기노라.

조성, 로마서 8:8 (로마서 8:8
비교)

334조성, 로마서 8:8



335 조성, 고린도후서 5:16

(육신의 길을 좇는 자는 하나님을 기
쁘시게 할 수 없음.)

8 그런고로 육신을 좇는 자는 하
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조성, 고린도전서 7:1~2, 5, 26,

29~33 (고린도전서 7:1~2, 5,
26, 29~33 비교)

(바울은 선교 사업에 부름 받은 자들
중의 결혼에 대하여 대답하였음.)

1 이제 너희가 내게 쓴 문제에 대
하여 이르되 남자는 여자와 관계하
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2 그럼에도 내가 이르노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남자는 자신의
아내를 두고 모든 여자는 자신의 남
편을 둘지니라.

5 서로 떨어지지 말라. 다만 얼마
동안 합의로써 금식과 기도에 헌신
하고자 할 때에는 예외이나, 다시 합
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
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
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26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지금의 환난으로 말미암
아 남자는 더 큰 선을 행할 수 있도
록 그대로 있는 것이 좋으니라.

29 그러나 이 성역에 부름 받은
너희에게 말하노라. 무릇 내가 이를
이르노니, 형제들이여, 남아있는 시
간, 곧 너희가 성역에 파송될 시간이
얼마 없도다. 아내를 둔 자들도 없는
자 같이 할지어다. 이는 너희가 주의
사업을 행하도록 부름 받고 택함 받
았음이니라.

30 또 우는 자들과 함께 할 때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할 것이며, 기쁜
자들과는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할 것
이며, 물건을 사는 자들과는 물건을
소유하지 않은 자 같이 할 것이라.

31 또 이 세상 것을 사용하는 자
들과는 사용하지 않는 자처럼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식은 사라져 지나
감이라.

32 그러나 형제들이여 내가 바라
노니 너희 부르심을 영화롭게 하라.
나는 너희가 염려 없기를 바라노라.
이는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주께 속
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
를 기쁘시게 할까 하나니 그러므로
그는 승리를 얻느니라.

33 그러나 결혼한 자는 세상에 속
한 것들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자
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나니 그러
므로 차이가 있도다. 이는 그가 방해
를 받음이니라.

조성, 고린도전서 15:40

(고린도전서 15:40 비교)
(부활에는 세 등급의 영광이 있음.)

40 또한 해의 몸과 달의 몸과 별
의 몸이 있느니라. 그러나 해의 영광
이 따로 있고 달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의 영광이 따로 있느니라.

조성, 고린도후서 5:16

(고린도후서 5:16 비교)
(바울은 성도들에게 육의 방식을 따
라 생활하지 말 것을 권고하셨음.)

16 그런즉 이후부터는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리니,



그러하도다, 한때 우리가 육신을 따
라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은즉 이제 이후부터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노라.

조성, 갈라디아서 3:19~20

(갈라디아서 3:19~20 비교)
(그리스도는 새 성약의 중보자이심.
모세의 율법(옛 성약)과 영원한 복음
(새 성약)이 비교됨.)

19 그런즉 율법은 범법으로 인하
여 더하여진 것인데, 모세에게 주어
진 율법 안에서 약속되어진 그 후손
이 올 때까지 그러하신 것이라. 모세
는 천사의 손으로 이 첫 성약(율법)
의 중보자로 성임되었더라.

20 이제 이 중보자는 새 성약의 중
보자가 아니었으나 새 성약의 중보
자가 한 분 계시니, 그는 그리스도시
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신 약
속에 관한 율법에 기록된 대로니라.
이제 그리스도는 생명의 중보자시
니, 무릇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
함에게 하셨던 약속임이니라.

조성, 에베소서 4:26 (에베소서
4:26 비교)

(의롭지 못한 분노는 죄임.)
26 분을 내고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느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조성, 데살로니가전서 4:15

(데살로니가전서 4:15 비교)
(주께서 오실 때 살아 있는 의로운
사람들이 죽은 의로운 자들보다 더

낫지 않을 것임.)
15 무릇 이것을 우리가 너희에게

주의 말씀으로 이르노니, 주께서 오
실 때에 살아 있는 자들이, 주께서
오실 때까지 자면서 남아 있는 자보
다 앞서지 않을 것이니라.

조성, 데살로니가후서 2:2~3,

7~9 (데살로니가후서 2:2~9
비교)

(바울은 주께서 돌아오시기 전에 있
을 배도를 예언하셨음.)

2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너희가
우리에게서 받은 것이 아닌 편지로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렀다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
야 한다는 것이라.

3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
도하는 일이 있겠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날 것임이라.

7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
나니 지금 활동하는 자가 그라, 때가
차서 그가 옮겨질 때까지 그리스도께
서그가활동하도록버려두시리라.

8 그 후에 저 악한 자가 드러나리
니 주께서 자기의 입의 기운으로써
그를 소멸하시며 주의 오시는 광채
로써 멸하시리라.

9 그러하도다, 주 곧 예수께서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행하는 사탄의 역사로 인해 배도하
는 일이 이른 후에야 강림하시리라.

조성, 디모데전서 2:4 (디모데전서
2:4 비교)

336조성, 갈라디아서 3:19~20



337 조성, 히브리서 6:1, 3

(그리스도는 독생자시며 중보자이
심.)

4 그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
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나니,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성임되셨으며 한
하나님이시요 모든 사람을 다스릴
권능을 지니셨느니라.

조성, 디모데전서 6:15~16

(디모데전서 6:15~16 비교)

(불멸의 빛이 자기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를 볼 수 있음.)

15 그의 때가 되면 그가 보이시리
니, 그는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
라 그에게 존귀와 권능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16 아무도그를본적이없고볼수
도 없으며 그에게 다가갈 수도 없으
나 다만 불멸의 빛과 소망이 자기 안
에거하는자는그리할수있느니라.

조성, 히브리서 1:6~7 (히브리서
1:6~7 비교)

(천사는 성역을 베푸는 영임.)
6. 그리고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

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그가 이르
시되,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로 그를
경배하게 하라. 그는 그의 성역자들
을 타오르는 불꽃 같게 하느니라 하
시고,

7 또 천사들에 관하여 그가 이르
시되 천사들은 성역을 베푸는 영이

라 하셨느니라.

조성, 히브리서 4:3 (히브리서 4:3
비교)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
던 때로부터 준비됨.)

3 이미 믿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
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
으니, 내가 나의 분노 중에 맹세한
바와 같이 만일 그들이 마음을 완악
하게 하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
리로다. 또한 내가 맹세하기로, 만일
그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
하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리라.
하지만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
부터 하나님의 일은 준비되었느니
라.(또는 이루어졌느니라)

조성, 히브리서 5:7~8

(조셉 스미스 역 원고의 주석에는 7
절과 8절이 그리스도가 아닌 멜기세
덱을 언급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그
것 외에는 흠정역과 조셉 스미스역
은 동일하다.)

조성, 히브리서 6:1, 3 (히브리서
6:1, 3 비교)

(그리스도의 원리는 완전으로 인도
함.)

1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리의 원
리를 버리지 말고, 완전으로 나아가
자. 다시는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
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터를 닦지
말자.

3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완전으로 나아가리라.



조성, 히브리서 7:3 (히브리서 7:3
비교)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따르는 거
룩한 신권은 아비나 어미도 없고 시
작하거나 끝나는 날도 없음.)

3 무릇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으로 성
임되었나니 이 반차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으며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느니라. 또
이 신권에 성임된 자 모두는 하나님
의 아들처럼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조성, 히브리서 7:25~26

(히브리서 7:26~27 비교)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이
설명됨.)

25 무릇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
에게 합당하니 그는 거룩하고 해를
입히지 않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
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들을 다스리
는 자가 되셨느니라.

26 그리고 먼저 그들 자신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매일 희생을 드렸던 저 대제사장들
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죄를 알
지 못하시기에 그 자신의 죄를 위하
여 희생을 드릴 필요가 없음이요, 이
는 다만 백성의 죄를 위하여 바칠 뿐
이라. 또 그가 자기를 드렸을 때에
이를 단번에 이루셨느니라.

조성, 히브리서 11:1 (히브리서
11:1 비교)

(신앙이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
임.)

1 신앙이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조성, 히브리서 11:35 (히브리서
11:35 비교)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형을 받은 충
실한 자는 첫째 부활을 얻을 것임.)

35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 받기도 하였으며 또 다른
자들은 첫째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
형을 받되 건져냄을 받아들이지 아
니하였으며,

조성, 야고보서 1:2 (야고보서 1:2
비교)

(시험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를 성결
케 되도록 도움.)

2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많은 고
난을 당할 때에 그것을 모두 기쁨으
로 여기라.

조성, 야고보서 2:1 (야고보서 2:1
비교)

(회원들은 한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여서 대하지 말 것.)

1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서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없느니라.

조성, 베드로전서 3:20

(베드로전서 3:20 비교)
(옥에 있는 영의 일부는 노아의 시대

338조성, 히브리서 7:3



339 조성, 계시록 1:1~4

에 의롭지 못하였음.)
20 그들 중 일부는 노아의 날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동
안 방주가 준비되고 있을 때 순종하
지 않던 자들이라. 그 안에서 적은
수, 곧 여덟 명만이 물을 통하여 구
원을 얻었더라.

조성, 베드로전서 4:6 (베드로전서
4:6 비교)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 전파됨.)
6 이로 말미암아 복음이 죽은 자

들에게 전파되었으니, 이로써 육체
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
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조성, 베드로전서 4:8 (베드로전서
4:8 비교)

(사랑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을 막
아줌.)

8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
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막아 주느
니라.

조성, 요한1서 2:1 (요한1서 2:1
비교)

(만일 우리가 회개하면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변호자가 될
것임.)

1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
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
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고 회개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변호자가 있으니 곧 의로
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조성, 요한1서 3:9 (요한1서 3:9
비교)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 안에 계속
머물지 않음.)

9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누구든지
죄 안에 계속 머물지 아니하나니 이
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심이
라. 또 그는 죄 안에 계속 머물 수도
없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에게서 나
서 저 약속의 성령을 받았음이니라.

조성, 요한1서 4:12 (요한1서 4:12
비교)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음.)

12 믿는 자 외에는, 어느 때나 하
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만
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
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지느니라.

조성, 계시록 1:1~4 (계시록
1:1~4 비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계시
를 받아 그것을 아시아에 있는 일
곱 교회를 돌보는 지도자들에게 전
했음.)

1 하나님의 종 요한의 계시라. 이
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
시려고 그에게 주셨으며, 그가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
게 하신 것이라,

2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
리스도의 증거와 자신이 본 모든 것



에 대해 증언하였느니라.
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

고 깨닫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
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께
서 오실 때가 가까움이니라.

4 이제 이것은 아시아에 있는 일
곱 교회를 돌보는 일곱 종에게 주는
요한의 증언이니라. 은혜가 너희에
게 있을 것이요, 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부터
평강이라. 그는 일곱 교회를 돌보는
일곱 종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그
의 보좌 앞에서부터 그의 천사를 보
내셨느니라.

조성, 계시록 2:22 (계시록 2:22
비교)

(악인은 지옥에 던져질 것임.)
22 보라, 나는그를지옥에던질것

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
면, 큰환난가운데그들을던지리라.

조성, 계시록 5:6 (계시록 5:6
비교)

(하나님의 열두 종이 온 땅에 보내심
을 받음.)

6 그리고 내가 보니, 또 보라, 보
좌와 네 짐승들 사이에 그리고 장로
들 사이에 죽임을 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열두 뿔과 열두
눈을 가졌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
을 받은 하나님의 열 두 종이더라.

조성, 계시록, 12:1~17 (계시록
12:1~7, 교리와 성약 77 비교)

(여인[교회], 아이[하나님의 왕국], 쇠
막대[하나님의 말씀], 용[사탄] 및 미
가엘이 설명됨. 하늘에서의 전쟁은
땅에서도 계속됨.)

1 또 땅에 있는 것과 닮은 큰 표적
이 하늘에 나타나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
고 그 머리 위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
이 있더라.

2 그리고이여자가아이를배어해
산하게되매아파서애써부르짖더니,

3 또 그가 사내 아이를 낳았으니
장차 쇠막대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그 아이가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리워 가더라.

4 그리고 또 다른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는데, 보라, 큰 붉은 용이라.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더라. 그
머리들 위에는 일곱 면류관이 있더
라. 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내려 땅에 던지더라. 그리
고 그 용이 해산한 그 여자 앞에 서
서 그 아이가 태어난 후에 그를 삼키
고자 하더니,

5 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그 곳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처
소가 그에게 있어 거기서 그들이 일
천이백육십 년 동안 그를 먹이게 되
었더라.

6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
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에 대적하여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미가엘
에 대적하여 싸우더라.

7 또 용이 미가엘이나 아이나 그
여자를 이기지 못하였으니, 그 여자

340조성, 계시록 2:22



341 조성, 계시록 19:15, 21

는 하나님의 교회라, 그가 고통 중에
서 해산하여 우리 하나님과 그의 그
리스도의 왕국을 낳았느니라.

8 큰 용을 위한 처소를 하늘에서
찾지 못하여 그가 내어 쫓기매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미혹하게 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고, 그의 사자
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더라.

9 또 내가 하늘에서 말하는 큰 음
성을 들었으니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그
리스도의 권능이 임하는 도다.

10 이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음이니라.

11 이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
들의 증거하는 말로써 그를 이겼음
이라. 이는 그들이 자기 생명을 사랑
하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증거를 지
켰음이라. 그러므로 하늘들이여, 그
안에 거하는 너희여, 기뻐할지어다.

12 이일후에내가또다른음성을
들었으니 이르되 땅의 주민들과, 또
한 바다의 섬들 위에 거하는 자들에
게 화있도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
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앎으로 크게
분노하여너희에게내려갔음이라.

13 이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사내 아이를 낳은 여
자를 박해 하였음이라.

14 그러므로 그 여자가 큰 독수리
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그의 처
소로 도망하여,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
육받으니라.

15 또 뱀이 그의 입에서 물을 홍
수같이 여자 뒤에서 토하여 여자를
홍수로 떠내려 가게 하려 하더라.

16 또 땅이 여자를 도우니, 땅이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으로 토한
홍수를 삼키더라.

17 그러므로, 용이 여자에게 분노
하였고, 그 후손의 남은 자, 곧 하나
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
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
려고 갔느니라.

조성, 계시록 19:15, 21 (계시록
19:15, 21 비교)

(하나님께서 만국을 치기 위해 그리
스도의 말씀을 사용하심.)

15 그리고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니, 그것으로 그가 만국
을 칠 것이라. 또 그는 그의 입의 말
씀으로 그들을 다스리실 것이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함과 진노로
포도주 틀을 밟으시리라.

21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탄
자의 말씀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씀으로 죽임을 당하매 모든 새가 그
들의 살로 배불리우더라.





1805년 12월 23일

조셉 스미스(1805~1844)가
조셉 스미스 일세와 루시 맥
스미스의 아들로 버몬트 주
샤론에서 태어났다(조역 1:3
참조).

1820년 이른 봄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뉴욕
주 팔마이라와 맨체스터 군
구 경계에 있는 자기 집 근처
나무 숲 속에서 첫번째 시현
을 받았다(조역 1:15~17 참
조).

1823년 9월 21~22일

조셉 스미스가 천사 모로나
이의 방문을 받고 몰몬경 기
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음. 조
셉은 근처의 산(쿠모라)에 묻
혀 있는 금판을 보았다(조역
1:27~54 참조).

1827년 9월 22일

조셉 스미스가 쿠모라 산에
서 모로나이로부터 금판을
받았다(조역 1:59 참조).

1829년 5월 15일

침례 요한이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에서 조셉 스미스
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아
론 신권을 부여했다(교성 13;
조역 1:71~72 참조).

1829년 5월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
드리가 펜실베이니아 주 하
모니와 뉴욕 주 콜스빌 사이
에 있는 사스케하나 강변에
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서 멜기세덱 신권을 받았다
(교성 128:20 참조).

1829년 6월

몰몬경 번역이 완료되고 세
증인과 여덟 증인이 금판을
보았다(니후 11:3; 27:12
~13; 교성 17 참조).

1830년 3월 26일

뉴욕 주 팔마이라에서 몰몬
경 초판을 사용할 수 있었다.

1830년 4월 6일

뉴욕 주 페이에트에서 교회
가 조직되었다.

1830년 9월~10월

첫 선교사들이 부름을 받아
레이맨인(아메리카 인디언)
에게 전도하였다(교성 28;
30; 32 참조).

1830년 12월~1831년 1월

성도들이 오하이오 주로 집
합하라는 명을 받았다(교성
37; 38:31~32 참조).

1831년 7월 20일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에 시
온 성(새 예루살렘)을 위한
부지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
에게 계시되었다(교성 57; 신
개 1:10 참조).

1833년 3월 18일

시드니 리그돈과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가 교회 제일회
장단 보좌로 성별되고(교성
81 머리말을 참조), 이 마지
막 왕국의 열쇠를 받았다(교
성 90 머리말 및 6절 참조).

1833년 11월 7일

성도들이 미주리 주 잭슨 군
에서 폭도들을 피하여 미주
리 강을 건너 클레이 군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1834년 5월 5일

조셉 스미스 제일회장단 회
장이 잭슨 군에서 추방당한
성도들을 구하려고 시온 진
영의 지도자로서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를 떠나 미주리
주로 향하였다.

1835년 2월 14일

십이사도 정원회가 오하이

오 주 커틀랜드에서 조직되
었다(교성 107:23~24 참조).

1835년 2월 28일

칠십인 제일 정원회 조직이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시작되었다.

1835년 8월 17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교리와 성약이 교회의 표준
경전으로 받아들여졌다.

1836년 3월 27일

커틀랜드 성전이 헌납되었
다(교성 109 참조).

1836년 4월 3일

예수 그리스도가 커틀랜드
성전에서 조셉 스미스와 올
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
셨다. 모세, 일라이어스 및
엘리야가 나타나 신권 열쇠
를 전하였다(교성 110 참조).

1837년 7월 19일

히버 시 킴볼과 다른 여섯 사
람이 최초의 해외 선교 사업
으로 영국 리버풀에 도착하
였다.

1838년 4월 26일

교회의 이름이 계시에 의하
여 지정되었다(교성 115:4
참조).

1838년 12월 1일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다른
사람들이 미주리 주 클레이
군 리버티에 있는 리버티 감
옥에 수감되었다(교성 121~
123 참조).

1840년 8월 15일

죽은 자를 위한 침례가 선지
자 조셉 스미스에 의하여 공
식적으로 발표되었다.

1841년 10월 24일

올슨 하이드 장로가 성지를
아브라함의자손의귀환을위

교회 역사 연대기 지도 및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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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땅으로 헌납하였다(교성
68:1~3, 124:128~129 참조).

1842년 3월 17일

여성 상호부조회가 일리노
이 주 나부에서 조직되었다.

1842년 5월 4일

완전한 성전 엔다우먼트 의
식이 처음으로 주어졌다.

1844년 6월 27일

조셉 스미스와 하이럼 스미
스가 카테지 감옥에서 순교
하였다(교성 135 참조).

1846년 2월 4일

나부의 성도들이 서부로 이
주하기 위하여 미시시피 강
을 건너기 시작하였다. 동부
에 있던 성도들이 브루클린
호를 타고 뉴욕 시에서 캘리
포니아로 항해하였다.

1846년 7월 16일

몰몬 대대가 아이오와 주에
서 미군복무에 소집 되었다.

1847년 4월

브리검 영 회장의 개척단이
윈터쿼터스를 떠나 서부로
여행하였다(교성 136 참조).

1847년 7월 24일

브리검 영 회장이 솔트레이
크 계곡에 들어갔다.

1847년 12월 27일

교회 대회에서 브리검 영 회
장, 히버 시 킴볼 장로, 윌라
드 리차즈 장로가 제일회장
단으로 지지 받았다.

1848년 5월~6월

귀뚜라미가 솔트레이크 계곡
에서 농작물을 먹어치웠다.
바다 갈매기 떼가 귀뚜라미
를 해치워 밭이 완전히 파괴
되는 것을 면하게 해 주었다.

1849년 12월 9일

주일학교가 리차드 밸런타
인에 의하여 조직되었다.

1850년 6월 15일

데저렛 뉴스(Deseret News)
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발
행되기 시작하였다.

1856년 10월

윌리와 마틴의 손수레 부대
가 이른 폭설로 진군이 지연
되었다. 솔트레이크 계곡에
서 파견된 구조대에 발견되
었다.

1867년 12월 8일

상호부조회가 브리검 영 제
일회장단 회장 지시하에 재
조직되었다.

1869년 11월 28일

청녀회 전신인 청녀 검약회
가 조직되었다.

1875년 6월 10일

청남 프로그램의 전신인 청
남 상호향상회가 조직되었
다.

1877년 4월 6일

세인트조지 성전이 헌납되
었다. 브리검 영 제일회장단
회장이 신권 조직과 시온의
스테이크들을 정비하라는
계시를 받았다.

1878년 8월 25일

오렐리아 스펜서 로저스가
유타 주 파밍턴에서 첫 초등
회 모임을 가졌다.

1880년 10월 10일

존 테일러가 교회의 제일회
장단 회장으로 지지 받음. 값
진 진주가 표준 경전으로 받
아들여졌다.

1883년 4월 14일

존 테일러 제일회장단 회장
이 칠십인 조직에 관하여 계
시를 받았다.

1889년 4월 7일

윌포드 우드럽이 교회의 제
일회장단 회장으로 지지 받
았다.

1890년 10월 6일

복수 결혼 실행을 종결하는
“공식 선언”이 연차 대회에
서 지지 받았다(선1 참조).

1893년 4월 6일

윌포드 우드럽 제일회장단
회장이 건설하는 데 40년이
걸린 솔트레이크 성전을 헌
납하였다.

1898년 9월 13일

로렌조 스노우가 교회의 제
일회장단 회장에 성임되었
다.

1899년 5월 17일

로렌조 스노우 제일회장단
회장이 세인트 조지에서 십
일조를 강조하라는 계시를
받았다(교성 119 참조).

1901년 10월 17일

조셉 에프 스미스가 교회의
제일회장단 회장에 성임되
었다.

1918년 10월 3일

조셉 에프 스미스 제일회장
단 회장이 죽은 자의 구속에
대한 시현을 받았다(교성
138 참조).

1918년 11월 23일

히버 제이 그랜트가 교회의
제일회장단 회장에 성임되
었다.

1936년 4월

대공황 동안 교회 보장 프로
그램이 제정되어 가난한 자
를 도왔다. 이후로 그 프로그
램은 교회 복지 프로그램이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히버
제이 그랜트 제일회장단 회
장이 이전에 받은 계시에서
발전된 것이다.

1941년 4월 6일

십이사도 보조가 처음으로
부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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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5월 21일

조지 앨버트 스미스가 교회
의 제일회장단 회장으로 성
임되었다.

1951년 4월 9일

데이비드 오 맥케이가 교회
의 제일회장단 회장으로 지
지 받았다.

1961년 9월 30일

해롤드 비 리 장로가 제일회
장단 회장의 지시 아래 가정
과 개인을 강화하기 위해 모
든 교회 프로그램이 신권을
통하여 서로 연관 될 것임을
발표하였다.

1964년 10월

가정의 밤을 행할 것을 재강
조하였다.

1970년 1월 23일

조셉 필딩 스미스가 교회의
제일회장단 회장에 성임되
었다.

1971년 1월

교회의 새로운 잡지－엔사
인, 뉴이라, 프렌드(Ensign,
New Era, Friend)－발행이
시작되었다.

1972년 7월 7일

해롤드 비 리가 교회의 제일
회장단 회장으로 성임되었
다.

1973년 12월 30일

스펜서 더블류 킴볼이 교회
의 제일회장단 회장으로 성

임되었다.

1975년 10월 3일

스펜서 더블류 킴볼 제일회
장단 회장이 칠십인 제일 정
원회 재조직을 발표하였다.

1976년 4월 3일

두 편의 계시가 값진 진주에
추가되었다. 1981년 그 계시
들은 교성 137과 138이 되었
다.

1978년 9월 30일

인종이나 피부색에 상관없
이 모든 합당한 회원에게 신
권을 부여하라는 계시가 지
지되었다(선2 참조).

1979년 8월

연구 보조 자료가 첨가된 후
기 성도 판 흠정역(킹제임스
역) 성경이 출판되었다.

1981년 9월

신판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가 영문으로 출판
되었다.

1984년 6월

칠십인에서 부름받은 회원
으로 구성된 지역 회장단이
시작되었다.

1985년 11월 10일

에즈라 태프트 벤슨이 교회
의 제일회장단 회장으로 성
임되었다.

1989년 4월 1일

칠십인 제이 정원회가 재조
직되었다.

1994년 6월 5일

하워드 더블류 헌터가 교회
의 제일회장단 회장으로 성
임되었다.

1995년 3월 12일

고든 비 힝클리가 교회의 제
일회장단 회장으로 성임되
었다.

1995년 4월 1일

지역 대표제가 폐지되고 지
역 관리 역원으로 알려진 새
지도자 직책이 발표되었다.

1995년 9월 23일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
원회에서“가족, 세상에 전
하는 선언문”을 출간하였다.

1997년 4월 5일

지역 관리 역원이 칠십인으
로 성임되고 제삼, 제사, 제
오 정원회가 발표되었다.

1997년 10월 4일

힝클리 제일회장단 회장이
소규모 성전 건립을 발표하
였다.

1997년 11월

교회 회원수가 천만 명에 이
르게 되었다.

1998년 4월

힝클리 제일회장단 회장은
2000년까지 의식을 집행하
는 100개의 성전을 가질 목
표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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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스러운 숲

성스러운 숲은 뉴욕 주 팔마이라와 맨체스터 군
구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이 나무 숲은 1820년
스미스 가족의 작은 통나무 집이 있었던 곳에서
정서 방향에 있다.
중요사건: 이 숲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
나셨다(조역 1:14~20).

2. 쿠모라 산과 맨체스터-팔마이라 지역

이 사진은 북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뉴욕 주 맨체
스터에 있는 쿠모라 산을 보여 주고 있다. 그 산
은 사진의 우측 하단 모퉁이에서 사진의 상단 쪽
으로 중간 조금 너머까지 이어져 있다. 산의 북쪽
끝에 보이는 하얀 기념탑은 모로나이 천사와 몰
몬경의 출현을 기리고 있다. 쿠모라 산은 성스러
운 숲에서 남동쪽으로 5킬로미터쯤에 위치하고
있다. 사진의 상단 근처가 팔마이라인데 약 6.5킬
로미터 거리이다. 스미스 농장과 성스러운 숲은
사진의 왼편 위 쪽에 위치하고 있다.
중요사건:첫번째시현을받을당시선지자조셉스
미스의가족은이지역에살았다(조역1:3). 주후421
년 모로나이는 자기 백성의 거룩한 역사가 담긴 금
판을 쿠모라 산에 묻었다(몰말 1:1~11; 몰 6:6; 모로
10:1~2). 바로 이 모로나이가 조셉 스미스에게 판이
있는곳을말해주었는데그곳은산의북쪽끝이며
산 정상근처 서쪽지점에 있었다. 모로나이는 1827
년그것을그에게건네주었다(교성27:5; 128:20; 조역
1:33~35, 51~54, 59).

3. 조셉 스미스 일세의 통나무 집

조셉 스미스 일세의 집을 복원한 집이 뉴욕 주 팔
마이라 근처의 원래 통나무집이 있던 곳에 세워
졌다. 스미스 가족은 팔마이라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통나무 된 다락이 있는 일층 집을 지었다.
중요사건: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어느 교회가 옳

은지 알고자 애쓰고 있을 당시 이 집에서 성경을
공부하였다(조역 1:11~13). 모로나이가 조셉에
게 나타났고 그에게 몰몬경 판에 대하여 말해 주
었다(조역 1:30~47).

4. 그랜딘 출판 인쇄소

1830년 몰몬경 초판이 출판된 역사적인 에그버
트 비 그랜딘 인쇄소를 복원한 건물. 마틴 해리스
가 자기 농장을 저당잡히고 그 일부를 팔아서 몰
몬경 오천 부의 인쇄 비용을 지불하였다. 1829년
8월에 조판이 시작되었고 1830년 3월 26일에 완
성본이 나왔다.
중요 사건: 마틴 해리스는 몰몬경의 인쇄로 인한
채무를 갚기 위하여 그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
을 것을 명령 받았다(교성 19:26~35).

5. 사스케하나 강

이 사진은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에 있는 사스
케하나 강을 보여 주고 있다.
중요사건: 1825년 조셉 스미스 이세는 처음에 일
자리를 구해 보려고 하모니에 왔다. 그와 그의 부
친은 이 근처 아이잭 헤일의 집에 하숙을 하였고
그 곳에서 조셉은 그의 장래의 아내 에머 헤일을
처음 만났다(조역 1:56~57). 조셉과 에머는 1827
년 1월 18일 결혼하였다. 1827년 9월 22일 선지
자는 뉴욕 주 맨체스터에서 금판을 받았고, 바로
그 후 에머와 함께 하모니로 옮겨가서 이 강 가까
운 곳에 있는 그들의 집에서 판을 번역하기 시작
하였다. 몰몬경을 번역하는 동안 조셉과 올리버
카우드리는 침례에 대하여 더 알기 위해 강으로
걸어가서 그 주제에 관해 주께 기도하였다. 이 기
도에 대한 응답으로 1829년 5월 15일 침례 요한
이 나타났다(조역 1:66~74; 교성 13). 그는 조셉
과 올리버에게 아론 신권을 부여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이 강으로 들어가서 죄 사함을 위하
여 서로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그 뒤 조셉과 올리

여기에 수록된 교회 역사상 중요한 사적지 사
진들은 초기 성도들이 거닐었고 현대 선지

자들이 생활하며 가르쳤고 많은 경전 상의 사건
이 일어났던 지역과 장소를 보여 준다. 경전 연구
에 사진을 좀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사진에는
간단한 설명이 첨가되어 있다. 설명의 번호와 제
목은 사진의 번호와 제목과 동일하다. 제목 다음

에 이어지는 설명의 첫 문단은 사진의 배경을 설
명해 주며 찾아볼 중요한 것들과 촬영자가 향하
고 있는 방향 등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쓰인 중
요 사건에는 그에 대한 경전 참조 성구들이 수록
되어 있어 그 사건에 관하여 어디서 더 읽을 수
있는지 알게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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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는 침례 요한에게서 지시를 받아 서로를 아론
신권에 성임하였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베드
로, 야고보, 요한이 이 강둑에 나타나 조셉과 올
리버에게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하였다(교성
27:12~13; 128:20).

6. 피터 휘트머 일세의 통나무집

재건축된 피터 휘트머 일세의 통나무집은 뉴욕 주
페이에트의원래집이있던자리에세워졌다.
중요 사건: 1829년 6월 하순에 조셉 스미스는 이
곳에서 몰몬경 번역을 끝마쳤다. 이 집 근처 숲
속에서 세 목격자들이 천사 모로나이와 금판을
보았다. 그들의 증언은 현재 몰몬경에 인쇄되어
있다. 1830년 4월 6일 60명 가량의 사람들이 피
터 휘트머의 집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공
식적으로 조직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유년기 교
회의 최초의 모임과 대회들이 이 곳에서 개최되
었다. 교리와 성약에 실려 있는 계시 중 스무 편
이 피터 휘트머의 집에서 주어졌다.

7. 뉴얼 케이 휘트니 상점

이 상점은 커틀랜드의 교회 역사상 주요한 역할
을 하였다. 조셉과 에머 스미스가 잠시 이 곳에서
살았고, 1832년에 교회 본부가 되었다. 이 곳에서
몇 편의 중요한 계시가 주어졌다. 선지자 학교가
1833년 1월 24일부터 1833년 4월까지 이 상점에
서 있었다.
중요 사건: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지혜의 말씀에
관한 계시를 받았다(교성 89). 그는 성경 번역 작
업 중 많은 분량을 이 곳에서 했다.

8. 존 존슨의 집

존과 앨리스 존슨의 집은 오하이오 주 하이럼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방은 2층에 있다.
중요사건: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그의 아내 에머
가 이 집에서 살았다. 1832년 2월 16일 조셉과 시
드니 리그돈은 다른 몇 명의 사람들 앞에서 영광
의 등급에 관한 놀라운 시현을 받았다(교성 76).
선지자 조셉은 또한 이 집에서 조셉 스미스 역 성
경(조성) 일에 종사했다. 조셉과 에머가 이 곳에
서 살고 있을 동안 1832년 3월 24일에는 배교자
와 반몰몬인들의 폭도가 조셉과 시드니를 심하
게 구타하고 타르 칠을 하고 깃털로 덮었다.

9. 커틀랜드 성전

커틀랜드 성전은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 위치하
고있다.
중요사건: 커틀랜드 성전은 이 경륜의 시대에 세
워진 첫 번째 성전이었다(교성 88:119; 95). 이 성
전 안에서 조셉 스미스는 해의 왕국에 관한 시현
을 보았다(교성 137). 본 성전은 1836년 3월 27일
헌납되었다(교성 109). 1836년 4월 3일 구주께서
나타나시고 말씀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하실 장
소로 본 성전을 받아들이셨다(교성 110:1~10).
이러한 나타나심에 이어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모세, 일라이어스, 엘리야의 방문을
받았으며, 이들은 모두 그들에게 특정한 신권 열
쇠와 중요한 지식을 주었다(교성 110:11~16). 박
해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커틀랜드를 떠나야 했
을 때까지 2년 간 이 성전을 사용했다.

10. 아담-온다이-아만 골짜기

아담-온다이-아만 골짜기를 건너 동쪽을 바라보는
전경이다. 이조용하고아름다운계곡은미주리주
북서부갤러틴촌락근처에위치하고있다.
중요사건: 아담은죽기3년전에자기의의로운후손
들을이계곡에불러서그들에게자기의마지막축복
을주었다(교성107:53~56). 1838년아담-온다이-아만
은500에서1,000명사이의후기성도의정착지가되
었다. 성도들은강제로미주리주에서추방당할때에
이정착지를포기했다. 그리스도께서영광중에재림
하시기 전에, 아담과 모든 경륜의 시대의 성도를 포
함하여그의의로운후손들은구세주와만나기위해
또다시이골짜기에모일것이다(단7:9~10, 13~14; 교
성27; 107:53~57; 116:1).

11. 파웨스트 성전 부지

미주리 주 파웨스트 정착지는 잭슨 군과 클레이
군에서 박해를 피해 피난처를 찾은 3,000~5,000
명 정도의 성도들에게 안식처가 되었다. 1838년
10월 31일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다른 교회 지도
자들이 체포되었고 리치몬드에서 재판을 받은
후 리버티 감옥에 수감되었다. 1838~1839년의
겨울 동안 후기 성도들은 파웨스트와 미주리 주
의 다른 지역에서 쫓겨나고 일리노이 주에 재정
착하였다.
중요 사건: 성전 부지가 헌납되고 모퉁잇돌이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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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졌다. 교리와 성약에 실린 일곱 편의 계시가 주
어졌다(113~115편, 117~120편). 교회의 6대 회
장인 조셉 에프 스미스가 1838년 11월 13일 파웨
스트에서 태어났다. 파웨스트는 선지자 조셉 스
미스의 인도하에 잠시 교회의 본부 역할을 했다.

12. 리버티 감옥

미주리 주 리버티에 있는 작은 감옥이다. 1838년
12월 1일부터 1839년 4월 6일까지 조셉 스미스
와 다섯 명의 다른 형제들은 벽 두께가 1.2미터(4
피트)인 감옥에 수감 되었다(시드니 리그돈은 2
월 말에 석방되었다). 그들은 건물의 지층보다 낮
은 지하 토굴과 같은 방에 갇혀서 빛도 거의 들어
오지 않고 겨울 추위를 제대로 막아 주지도 못하
는 짚이 깔린 차가운 바위 바닥에서 자야했다.
중요 사건: 미주리 주에서 쫓겨나고 있는 수천의
후기 성도를 위해 주께 탄원한 선지자 조셉은 그
의 기도에 응답을 받고 그것을 편지에 써서 추방
당한 성도들에게 보냈다(교성 121~123).

13. 나부 맨션 하우스

1843년 8월에 조셉 스미스 이세와 그의 가족은
나부 맨션 하우스로 이사하였다. 나중에 본 건물
동쪽을 늘려 방이 모두 22개가 되었다. 1844년 1
월부터 에브니저 로빈슨이 그 집을 호텔로 경영
하였고, 선지자는 자기 가족을 위하여 방 여섯 개
를 사용하였다. 그 집은 나부 사회에서 일종의 사
교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사회 저명 인사
들이 이 곳에서 선지자의 영접을 받았다.
중요 사건: 1844년 6월 27일에 일리노이 주 카테
지에서 선지자 조셉과 그의 형 하이럼이 총격을
받아 피살되었고, 장례식에 앞서 그들의 시신이
이 곳에 안치되었다. 그들은 조셉이 처음 나부로
왔을 때 살았던 낡은 통나무집 서쪽, 큰 길 바로
건너 편에 있는 작은 가족 묘역에 매장되었다. 에
머 스미스는 1871년까지 맨션 하우스에서 살았
고 그 다음에 나부 하우스로 이사하여 1879년에
그 곳에서 사망하였다.

14.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붉은 벽돌 상점

이 재건축된 조셉 스미스의 상점과 사무실은 일
리노이 주 나부에 위치해 있다. 그것은 나부 시대
에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물 중 하나였다.
일반 상점으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또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활동의 중심이 되었다. 조셉 스
미스는 이층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다.
중요 사건: 성전이 완성되기 전에 상점의 위층방
이 의식실로 사용되었고, 거기에서 온전한 엔다
우먼트 의식이 처음으로 집행되었다. 1842년 3월
17일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교회의 자매들로 상
호부조회를 조직했다.

15. 나부 성전

나부 성전의 축척 모형은 원 성전 부지에 있다.
성전은 그 지역의 회백색 석회암으로 지어졌다.
건물의 크기는 길이 39미터 넓이 27미터였다. 탑
꼭대기는 지면에서 48미터였다. 교회 회원들은
1841년에 공사를 시작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
기 위해 큰 희생을 하였다. 어떤 이들은 건축 현
장에서 몇 개월씩이나 일하였고 다른 이들은 돈
을 헌금하였다. 완공이 되지 않았지만 성전은 성
도들이 서부로 탈출하기 전 몇 개월 동안 의식을
받으러 오는 성도로 가득 찼었다. 1846년 이른 봄
폭도들의 위협으로 많은 성도들이 나부를 떠난
뒤에도 특별 조가 남아서 성전을 완성하였다.
1846년 4월 30일에 올슨 하이드 장로와 윌포드
우드럽 장로 그리고 약 20명의 회원이 이 주님의
집을 헌납하였다. 남아 있던 교회 회원이 9월에
나부에서 쫓겨나자 성전은 버려졌고, 폭도들이
거룩한 집을 모독하고 더럽혔다. 그 건물은 1848
년 10월 화재로 파괴되었다.
중요 사건: 1845년 10월 5일 연차대회가 성전의
어셈블리 룸에서 개최되었다. 엔다우먼트 의식
이 1845년 12월 10일 시작되어 1846년 2월 7일
까지 계속되었다. 5,500명이 넘는 성도가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았고 죽은 자를 위한 많은 침례
와 인봉 의식이 베풀어졌다(교회사 7:25를 보라).

16. 카테지 감옥

일리노이 주 카테지 읍에 있는 감옥.
중요사건: 1844년6월24일조셉스미스와그의형
하이럼이 카테지로 갔다. 그들은 6월 25일에 반역
죄라는 허위 죄목으로 이 감옥에 투옥되었다. 6월
27일 얼굴을 검게 칠한 폭도들이 감옥을 습격하였
다. 조셉과하이럼은총격을받아숨졌고존테일러
는여러번부상을입었다. 믿기지 않으리만큼윌라
드리차즈는상처를입지않았다. 존테일러는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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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감에 찬 추도문을 썼는데 그것이 현재의 교리와
성약135이다.

17. 서부로의 대탈출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의 탈출의 시작은 3~4월로
계획되었으나 폭도들의 위협 때문에 브리검 영
회장은 미시시피 강을 건너는 성도들의 대탈출
을 1846년 2월 4일에 시작하도록 지시하였다. 영
회장은 뒤에 남아서 성도들에게 엔다우먼트 의
식을 집행하였으며 2월 중순까지 나부를 떠나지
않았다.
중요사건: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죽기 전에 예언
하기를“여러분 중 어떤 이들은 살아 있는 동안
록키 산맥 한 가운데로 가서 정착지를 만들고 여
러 도시를 세우는 것을 돕고 성도들이 강대한 백
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거
의 12,000명의 성도가 1846년 2월에서 9월 사이
에 나부를 떠났다. 성도들은 윈터쿼터스와 그 후
의 야영지를 떠난 다음 각 대장 휘하의 십인 부
대, 오십인 부대, 백인 부대로 조직되었다(교성
136:3). 1846년 9월에 6문의 대포로 무장한 폭도
약 800명이 나부를 포위하였다. 며칠 간의 싸움
후에 남아 있던 성도들은 생명을 건지고 도강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항복하였다. 남

자와 여자와 어린이 오륙백 명이 강을 건너 강둑
에 천막을 쳤다. 브리검 영 회장은 이들 가엾은
성도들을 탈출시키기 위하여 생필품과 함께 구
조대를 보냈다.

18. 솔트레이크 성전

성도들의 첫 개척부대가 솔트레이크 계곡에 들
어온 지 며칠 후에 브리검 영 회장은 자기의 보행
용 지팡이로 땅을 치면서“이 곳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1853년 2월 14일 기공식을 가졌고 1853년 4월 6
일 모퉁잇돌이 놓여졌다. 40년 후인 1893년 4월
6일 성전이 준공되어 헌납되었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매주 이 곳에서 모임을 가지
며, 하나님의 왕국을 관리하고 건설하기 위하여
심사 숙고하며 주님의 지시를 구하고 있다.
중요사건:주께서이곳에서교회의회장들과그외
의총관리역원들에게공식선언－2를포함한계시
의영을부어주셨다. 더욱최근에제일회장단과십
이사도 평의회는“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만장일치로승인하고공포하였다. 산자와죽은자
를위해집행된성전의식은수백만사람들의삶을
축복해주고있다.

교회 사적지 사진7



가든그로브, 아이오와 주
[Garden Grove, Iowa],
5:라2

가죽 무두질 공장, 커틀랜드
[Tannery, Kirtland], 4:나2

갤러틴, 미주리 주[Gallatin,
Missouri], 5:라3

공동묘지, 커틀랜드
[Cemetery, Kirtland],
4:나3

그랜드 강, 미주리 주
[Grand River, Missouri],
5:라2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Great Salt Lake], 6:나2

길섬, 뉴햄프셔 주[Gilsum,
New Hampshire], 1:라2

나부, 일리노이 주
[Nauvoo, Illinois], 
5:바2, 6:마2

남극 대륙[Antarctica], 7:마4
남대서양[South Atlantic

Ocean], 7:라4
남아메리카[South America],

7:다3
남태평양[South Pacific

Ocean], 7:가4
남플랫 강[South Platte

River], 6:다2
놀위치, 버몬트 주

[Norwich, Vermont],
1:라2

뉴얼 케이 휘트니 상점,
커틀랜드[Whitney,
Newel K., Store,
Kirtland], 4:나2

뉴얼 케이 휘트니의 집,
커틀랜드[Whitney,
Newel K., Home,
Kirtland], 4:나2

뉴욕 시[New York City],
1:다4, 6:사1

뉴욕 주[New York], 1:나3,
3:바3, 6:사1

뉴저지 주[New Jersey],
1:나4

뉴햄프셔 주
[New Hampshire], 1:라2

대서양[Atlantic Ocean],
1:라4, 6:아2

댐, 커틀랜드[Dam, Kirtland],
4:나2

델라웨어 강[Delaware
River], 1:나4

디윗, 미주리 주
[DeWitt, Missouri], 5:마3

라무스, 일리노이 주 [Ramus,
Illinois], 5:사2

레드 크리크, 팔마이라 지역
[Red Creek, Palmyra
area], 2:라2

레바논, 뉴햄프셔 주
[Lebanon, New
Hampshire], 1:라2

로드 아일랜드 주
[Rhode Island], 1:라3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6:가3

로체스터, 뉴욕 주
[Rochester, New York],
3:바1

리버티, 미주리 주[Liberty,
Missouri], 5:라4, 6:마2

리오그란데 강[Rio Grande
River], 6:다4

리치몬드, 미주리 주
[Richmond, Missouri],
5:라4

마운트 피스가, 아이오와 주
[Mount Pisgah, Iowa],
5:라1

마켈 로, 커틀랜드[Markell
Road, Kirtland], 4:가2

마틴 해리스 농장, 팔마이라
지역[Harris, Martin, Farm,
Palmyra area], 2:나1

마틴 해리스의 집, 커틀랜드
[Harris, Martin, Home,
Kirtland], 4:라4

매사추세츠 주
[Massachusetts], 1:다3

매시돈 군구, 팔마이라 지역
[Macedon Township,
Palmyra area], 2:가1

매킬웨인스벤드, 미주리 주
[McIlwaine’s Bend,
Missouri], 5:마3

맨체스터 군구, 뉴욕 주
[Manchester Township,
New York], 1:가3, 2:라3,
3:바2

메인 주[Maine], 1:라2
멕시코[Mexico], 6:나3
멘돈, 뉴욕 주[Mendon, New

York], 3:바2
몬트로즈, 아이오와 주

[Montrose, Iowa], 5:바2
미션샌루이스레이[Mission

San Luis Rey], 6:가4
미시시피 강

[Mississippi River], 5:사3
미주리 강[Missouri River],

5:다2, 5:바4

미주리 주[Missouri], 
5:바3, 6:마3

버몬트 주[Vermont], 1:다2
버펄로, 뉴욕 주[Buffalo,

New York], 3:마2
벽돌 공장, 커틀랜드

[Brickyard, Kirtland],
4:가2,

보스턴, 매사추세츠주
[Boston, Massachusetts],
1:라3

북대서양[North Atlantic
Ocean], 7:라2

북아메리카[North America],
7:나2

북태평양[North Pacific
Ocean], 7:가2, 7:아2

북플랫 강[North Platte
River], 6:다2

빈슨 나이트의 집, 커틀랜드
[Knight, Vinson, Home,
Kirtland], 4:가4

사스케하나 강,
펜실베이니아 주
[Susquehanna River,
Pennsylvania], 
1:가4, 3:사3

사우스베인브릿지, 뉴욕 주
[South Bainbridge, 
New York], 3:아3

산타페[Santa Fe], 6:다3
살렘, 매사추세츠 주[Salem,

Massachusetts], 1:라3
새그린 강 동쪽 지류,

커틀랜드[Chagrin River,
East Branch, Kirtland],
4:나1

새크라멘토[Sacramento],
6:가2

샌디에이고[San Diego],
6:가4

샌버나디노
[San Bernardino], 6:나3

샌프란시스코
[San Francisco], 6:가2

샤론, 버몬트 주
[Sharon, Vermont], 1:다2

성스러운 숲, 팔마이라 지역
[Sacred Grove, Palmyra
area], 2:나3

세인트루이스, 미주리 주
[St. Louis, Missouri], 5:아4

솔트레이크시티
[Salt Lake City], 6:나2

숄 크리크, 미주리 주 [Shoal
Creek, Missouri], 5:라3

스네이크 강
[Snake River], 6:나1

스태포드 로, 팔마이라 지역
[Stafford Road, Palmyra
area], 2:나4

스프링필드, 일리노이 주
[Springfield, Illinois],
5:아2

시드니 리그돈의 집,
커틀랜드 [Rigdon,
Sidney, Home, Kirtland],
4:나4

아담-온다이-아만
[Adam-ondi-Ahman],
5:라3

아밍턴 스쿨하우스 로,
팔마이라 지역
[Armington Schoolhouse
Road, Palmyra area],
2:라3

아시아[Asia], 7:바2
아이오와 주[Iowa], 5:마1,

6:마2
아이잭 몰리 농장, 커틀랜드

[Morley, Isaac, Farm,
Kirtland], 4:라1

아칸소 강[Arkansas River],
6:라3

아프리카[Africa], 7:마2
앨빈 스미스의 묘지,

팔마이라[Smith, Alvin,
grave site, Palmyra], 2:다2

앰허스트, 오하이오 주
[Amherst, Ohio], 3:다4

오레곤 준주[Oregon
Territory], 6:가1

오스트레일리아
[Australia], 7:사3

오하이오 주[Ohio], 
3:나4, 6:바2

온타리오 군, 뉴욕 주
[Ontario County, New
York], 2:가3, 2:다3

온타리오 호[Lake Ontario],
1:가2, 3:마1

올버니, 뉴욕 주[Albany,
New York], 1:다3

워싱턴 디시[Washington,
D.C.], 6:사2

웨인 군, 뉴욕 주[Wayne
County, New York],
2:가3, 2:다2

위팅햄, 버몬트 주
[Whitingham, Vermont],
1:다3

윈터쿼터스, 인디언 준주
[Winter Quarters, In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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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tory], 5:나1, 6:마2
유럽[Europe], 7:마1
은행, 커틀랜드

[Bank, Kirtland], 4:나4
이 비 그랜딘 인쇄소,

팔마이라[Grandin, E. B.,
Print Shop, Palmyra],
2:다2

이리 운하, 뉴욕 주
[Erie Canal, New York],
2:나2, 3:바1

이리 호[Lake Erie], 3:다3
인도양[Indian Ocean], 7:바3
인디애나 주[Indiana], 6:바2
인디언 준주

[Indian Territory], 
5:나2, 6:다1, 6:라3

인디펜던스, 미주리 주
[Independence,
Missouri], 5:라4, 6:마2

인쇄소, 커틀랜드[Printing
Office, Kirtland], 4:나4

일리노이 주[Illinois], 
5:사3, 6:바2

잭슨 군, 미주리 주[Jackson
County, Missouri], 5:라4

잿물공장, 커틀랜드[Ashery,
Kirtland], 4:나3

제분소, 커틀랜드
[Grist Mill, Kirtland], 4:나2

제재소, 커틀랜드
[Sawmill, Kirtland], 4:나2

조셉 가, 커틀랜드[Joseph
Street, Kirtland], 4:가4

조셉 나이트 일세의 집,
콜스빌 군구, 뉴욕 주
[Knight, Joseph Sr.,
Home, Colesville
Township, New York],
3:아3

조셉 스미스 이세 잡화점,
커틀랜드[Smith, Joseph
Jr., Variety Store,
Kirtland], 4:나3

조셉 스미스 이세의 집
[Smith, Joseph Jr., Home],
3:아3, 4:나3

조셉 스미스 일세 농장,
팔마이라 지역

[Smith, Joseph Sr., Farm,
Palmyra area], 2:나3

조셉 스미스 일세의 목조 집,
팔마이라 지역[Smith,
Joseph Sr., Frame Home,
Palmyra area], 2:나3

조셉 스미스 일세의 통나무
집, 팔마이라 지역[Smith,
Joseph Sr., Log Home,
Palmyra area], 2:나3

존 존슨 인, 커틀랜드
[Johnson, John, Inn,
Kirtland], 4:나2

중앙아메리카
[Central America], 7:나2

채리턴 강, 미주리 주
[Chariton River, Missouri],
5:마2

칠리코드 로, 커틀랜드
[Chillicothe Road,
Kirtland], 4:나4

침례 장소, 커틀랜드
[Baptismal Site, Kirtland],
4:나2

카우드리 가, 커틀랜드
[Cowdery Street,
Kirtland], 4:가3

카운슬블러프스[케인스빌],
아이오와 주[Council
Bluffs(Kanesville), Iowa],
5:다1, 6:마2

카테지, 일리노이 주
[Carthage, Illinois], 5:사2

캐나다 강[Canadian River],
6:라3

캐나다[Canada], 1:다1,
3:다3, 3:라2, 6:바1

캐넌다이구아 로, 팔마이라
지역[Canandaigua Road,
Palmyra area], 2:다3

캘리포니아 주[California],
6:가3

캘리포니아 트레일
[California Trail], 6:나2

커틀랜드 성전[Kirtland
Temple], 4:나4

커틀랜드, 오하이오 주
[Kirtland, Ohio], 
3:다3, 6:바2

코네티컷 강
[Connecticut River], 1:라1

코네티컷 주[Connecticut],
1:다3

콜스빌, 뉴욕 주[Colesville,
New York], 1:나3, 3:아3

쿠모라 산, 팔마이라 지역
[Hill Cumorah, Palmyra
area], 2:다4

퀸시, 일리노이 주[Quincy,
Illinois], 5:바2, 6:마2

클리블랜드, 오하이오 주
[Cleveland, Ohio], 3:다4

탑스필드, 매사추세츠 주
[Topsfield,
Massachusetts], 1:라3

태평양[Pacific Ocean],
6:가1, 7:가3

턴브릿지, 버몬트 주
[Tunbridge, Vermont],
1:다2

토론토, 캐나다
[Toronto, Canada], 3:마1

톰슨, 오하이오 주
[Thompson, Ohio], 3:라3

투산[Tucson], 6:나4

파밍턴 군구, 팔마이라 지역
[Farmington Township,
Palmyra area], 2:가4

팔리 피 프랫의 집, 커틀랜드
[Pratt, Parley P., Home,
Kirtland], 4:가3

팔마이라 군구, 뉴욕 주
[Palmyra Township, New
York], 1:가3, 2:다1, 3:바2

팔마이라 마을, 뉴욕 주
[Palmyra Village, New
York], 2:다2

페리스버그, 뉴욕 주
[Perrysburg, New York],
3:마2

페이에트, 뉴욕 주
[Fayette, New York],
1:가3, 3:사2, 6:사1

페코스 강[Pecos River],
6:다4

펜실베이니아 주
[Pennsylvania], 
1:나3, 3:마3, 6:사2

포트래러미[Fort Laramie],
6:다2

포트레븐워스
[Fort Leavenworth],
5:라4, 6:마2

포트브리저[Fort Bridger],
6:다2

포트홀[Fort Hall], 6:나1
폭스 로, 팔마이라 지역

[Fox Road, Palmyra area],
2:가3

푸에블로[Pueblo], 6:다3
프리덤, 뉴욕 주[Freedom,

New York], 3:바2
플랫 강[Platte River], 5:나1
피싱 강, 미주리 주[Fishing

River, Missouri], 5:라3
필라델피아, 펜실베이니아

주[Philadelphia,
Pennsylvania], 
1:나4, 6:사2

핑거 호, 뉴욕 주
[Finger Lakes, New
York], 1:가3, 3:사2

하모니, 펜실베이니아 주
[Harmony, Pennsylvania],
1:나3, 3:아3

하이럼 스미스의 집,
커틀랜드[Smith, Hyrum,
Home, Kirtland], 4:나4

하이럼, 오하이오 주
[Hiram, Ohio], 3:다4

학교, 커틀랜드
[School, Kirtland], 4:나3

해더웨이 브룩, 팔마이라
지역[Hathaway Brook,
Palmyra area], 2:나2,
2:라4

허드슨 강, 뉴욕 주[Hudson
River, New York], 1:다3

혼즈밀, 미주리 주[Haun’s
Mill, Missouri], 5:라3

휘트니 가, 커틀랜드
[Whitney Street, Kirtland],
4:가3

힐라 강[Gila River], 6: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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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및 지명 색인

지명의 가나다 순 색인은 지도상에서 특정
한 장소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각 항목에

는 지도 번호가 있고 이어서 문자－숫자의 조합
으로 된 모눈 참조가 있다. 예를 들어 포트 홀의
위치는 6:나1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6번 지도
의 나1 구역을 의미한다. 지도의 상단과 옆면에
있는 좌표를 참조함으로써 각 지도에 있는 특정
구역을 찾을 수 있다. 지명의 별칭은 괄호 안에
넣었는데, 예를 들면 카운슬블러프스(케인스빌)
와 같은 것이다.

다음은 지도상에 사용된 여러 가지 기호나 글자
체를 이해하는 열쇠이다. 이에 더하여 각 지도에
는 그 지도에만 해당되는 추가적인 기호를 설명
하는 열쇠가 포함될 수 있다.

붉은 점은 도시나 읍을 표시한
다. 선은 그 점과 해당 도시 또는
지역의 이름을 잇기 위하여 때
로 사용된다.

대 서 양 이 글자체는 대양, 바다, 호수,
강, 산, 광야, 계곡, 사막, 섬 등과
같은 지리적 장소에 사용된다.

나 부 이 글자체는 모든 도시와 읍에
사용된다.

오하이오 이 글자체는 미국의 주, 준주와
같은 소 행정구역에 사용된다.

캐나다 이 글자체는 나라, 국가, 대륙과
같은 대 행정구역에 사용된다.

1. 미국 북동부

2. 팔마이라-맨체스터, 1820~1831

3. 미국 뉴욕 주, 펜실베이니아 주 및 오하이오
주 지역

4.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1830~1838

5. 미국 미주리 주, 일리노이 주 및 아이오와
주 지역

6. 교회의 서부 이동

7. 세계 지도

다음 지도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초기 역사와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그의 계

승자들을 통하여 주신 경전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경전에서 이야기된 지역의 지리를
앎으로써 경전 상의 여러 사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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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탑스필드조셉 스미스 일세의 출생지. 1771년 7월 12일
출생하였다.

2. 길섬1776년 7월 8일에 루시 맥이 이 곳에서 출생하였다.

3. 턴브릿지 1796년 1월 24일에 조셉 스미스 일세와 루시
맥이 이 곳에서 결혼하였다.

4. 위팅햄브리검 영의 출생지. 1801년 6월 1일 출생하였다.

5. 하모니 1804년 7월 10일에 에머 헤일이 하모니 군구에
서 태어났다.

6. 샤론 1805년 12월 23일에 조셉 스미스 이세가 이 곳에서

태어났다(조역 1:3 참조).

7. 레바논 스미스 가족이 1811년부터 1813년까지 레바논
군구에서 살았으며, 이 기간 동안 조셉 스미스 이세는 일
련의 다리 수술을 받았다.

8. 놀위치 스미스 가족이 팔마이라로 이사하기 전 1814년
부터 1816년까지 이 곳에서 살았다.

9. 팔마이라 스미스 가족이 1816년에 이 곳으로 이사하였
다(조역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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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셉 스미스 일세의 통나무 집 1823년 9월 21~22일에
천사 모로나이가 이 집 다락방에서 조셉 스미스에게 나
타났다(조역1:29~47 참조).

2. 조셉 스미스 일세 농장이 100에이커의 농장은 스미스
가족이 1820년부터 1829년까지 개간한 것이다.

3. 성스러운 숲 1820년 이른 봄에 이 나무 숲에서 조셉 스
미스 이세가 첫번째 시현을 보았다(조역 1:11~20 참조).

4. 조셉 스미스 일세의 목조 집이 집은 1822년에 앨빈 스
미스가 지었고 1825년부터 1829년까지 스미스 가족이
살았다.

5. 쿠모라 산 1827년 9월 22일에 이 곳에서 천사 모로나이
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금판을 주었다(조역
1:50~54, 59 참조).

6. 마틴 해리스 농장몰몬경 인쇄를 위하여 이 농장이 저당
잡혔고 그 일부가 팔렸다.

7. 이 비 그랜딘 인쇄소 1829~1830년 이 곳에서 몰몬경
5,000부가 인쇄되었다.

8. 해더웨이 브룩 초기 교회 침례가 몇 차례 이 개천에서
집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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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
우
스
베
인
브
릿
지

18
27

년
1월

18
일

에
조

셉
스

미
스

이
세

와
에

머
헤

일
이

이
곳

에
서

결
혼

하
였

다
(조

역
1:

57
 참

조
).

2
.
콜
스
빌

교
회

의
첫

지
부

가
18

30
년

콜
스

빌
군

구
소

재
조

셉
나

이
트

일
세

의
집

에
서

조
직

되
었

다
.

3
.
하
모
니
에
있
는
조
셉
스
미
스
이
세
의
집

몰
몬

경
의

대
부

분
의

번
역

이
이

곳
에

서
이

루
어

졌
다

. 1
82

9년
사

스
케

하
나

강
둑

에
서

신
권

이
회

복
되

었
다

(교
성

13
; 1

28
:2

0;
 조

역
1:

71
~7

2 
참

조
).

4
.
페
이
에
트

세
증

인
이

금
판

과
천

사
모

로
나

이
를

보
았

다
(교

성
17

). 
몰

몬
경

번
역

이
18

29
년

6월
에

이
곳

에
서

완
료

되
었

다
.

18
30

년
4월

6일
에

교
회

가
이

곳
에

서
조

직
되

었
다

(교
성

20
; 2

1
참

조
).

5
.
멘
돈

브
리

검
영

과
히

버
시

킴
볼

의
초

기
거

주
지

.

6
.
커
틀
랜
드

레
이

맨
인

에
게

파
송

된
선

교
사

들
이

18
30

년
에

이
곳

에
들

러
커

틀
랜

드
지

역
에

있
는

시
드

니
리

그
돈

과
그

밖
의

사
람

들
에

게
침

례
를

베
풀

었
다

. 이
곳

은
18

31
년

부
터

18
38

년
까

지
교

회
의

본
부

였
다

. 이
경

륜
의

시
대

의
첫

성
전

이
커

틀
랜

드
에

지
어

졌
고

, 1
83

6년
3월

27
일

에
헌

납
되

었
다

(교
성

10
9 

참
조

).

7
.
이
리
운
하

뉴
욕

주
에

있
던

교
회

의
세

지
부

가
18

31
년

4월
과

5
월

에
이

리
운

하
와

이
리

호
를

거
쳐

서
오

하
이

오
주

커
틀

랜
드

로
이

주
하

였
다

.

8
.
하
이
럼

18
31

년
9월

부
터

18
32

년
9월

까
지

조
셉

과
에

머
가

이
곳

에
서

살
았

다
. 조

셉
과

시
드

니
리

그
돈

이
조

셉
스

미
스

역
성

경

(조
성

) 일
에

종
사

했
다

. 이
곳

에
서

교
성

1,
 6

5,
 6

7,
 6

8,
 6

9,
 7

1,
73

, 7
4,

 7
6,

 7
7,

 7
9,

 8
0,

 8
1,

 9
9,

 1
33

 등
의

계
시

를
받

았
다

.

9
.
앰
허
스
트

18
32

년
1월

25
일

에
조

셉
스

미
스

가
대

신
권

의
회

장
으

로
지

지
를

받
았

다
(교

성
75

 참
조

).

1
0
.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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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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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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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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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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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와
하

이
럼

스
미

스
의

아
내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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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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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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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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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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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펄
로

페
리
스
버
그

톰
슨

커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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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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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얼 케이 휘트니의 집조셉과 에머가 1831년에 처음
커틀랜드로 이사 온 후 몇 주 동안 이 곳에서 살았다.

2. 아이잭 몰리 농장조셉과 에머 스미스가 1831년 3월부
터 9월까지 이 곳에서 살았다. 첫 대제사들이 이 곳에서
성임되었다. 조셉이 조셉 스미스 역 성경(조성) 일에 종
사하였다.

3. 뉴얼 케이 휘트니 상점교회의 제일회장단이 이 곳에
서 왕국의 열쇠를 받았다. 선지자 학교가 처음 이 곳에
서 열렸다. 1833년 이 곳에서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이 완
성 단계에 들어갔다. 조셉과 에머가 1832년부터 1833
년까지 이 곳에서 살았다. 조셉은 이 곳에서 많은 계시
를 받았다.

4. 존 존슨 인조셉스미스일세가1833년에이곳에서교회
의 첫 축복사로 부름을 받았다. 커틀랜드의 첫 인쇄소가
이여관에있었다. 미주리주 잭슨군에있던인쇄기가파
괴됨에따라이브닝앤드모닝스타(The Evening and the
Morning Star) 지가 이 곳에서 인쇄되었다. 십이사도가 그
들의첫선교사업을위해1835년5월4일이곳에서출발
하였다.

5. 조셉 스미스 이세의 집 조셉과 에머가 1834년부터
1837년까지 이 곳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서의 번역이 시
작되었다.

6. 인쇄소신앙 강좌(The Lectures on Faith)가 이 건물에
서 열렸다. 십이사도와 칠십인 제일 정원회가 이 곳에
서 부름 받고 성임되었다. 교리와 성약(초판)과 몰몬경
(재판), 이브닝 앤드 모닝 스타(The Evening & the
Morning Star), 후기 성도의 메신저 앤드 애드보케이트
(Latter Day Saints’Messenger and Advocate) 및 엘더
스 저널(Elders’Journal) 초판이 이 곳에서 인쇄되었다.

7. 커틀랜드 성전이 성전은 이 경륜의 시대의 첫 성전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성전을 받아들이셨
다. 모세, 일라이어스 및 엘리야가 나타나서 특정한 신
권 열쇠를 회복하였다(교성 110 참조). 선지자 학교 역
시 이 곳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곳에서 교성 109, 110,
137 등의 계시를 받았다.

커틀랜드(장소가 명기되지 않음) 1835년 8월 17일에
교리와 성약이 경전으로 받아들여졌다. 커틀랜드에서
받은 계시에는 교성 41~50, 52~56, 63~64, 102~104,
106~110, 134 및 137 등이 있다. 104편은 협동교단에
참여하는 교회 회원에게 교회의 청지기 직분으로 주어
지는 특정한 재산을 명시하고 있다(19~46 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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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1830~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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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인
디
펜
던
스

시
온

의
중

심
지

로
확

인
되

었
던

곳
(교

성
57

:3
 참

조
).

18
31

년
8월

3일
에

는
성

전
부

지
가

헌
납

되
었

다
. 1

83
3년

에
성

도
들

이
이

곳
에

서
쫓

겨
났

다
.

2
.
피
싱
강

18
34

년
조

셉
스

미
스

와
시

온
진

영
은

잭
슨

군
의

성
도

들
을

그
들

의
땅

에
회

복
하

기
위

하
여

오
하

이
오

주
커

틀
랜

드
에

서
미

주
리

주
로

여
행

하
였

다
. 교

성
10

5는
이

강
둑

에
서

주
어

졌
다

.

3
.
파
웨
스
트

이
곳

은
미

주
리

주
에

서
가

장
큰

몰
몬

정
착

지
였

다
.

성
전

부
지

가
이

곳
에

서
헌

납
되

었
다

(교
성

11
5 

참
조

). 
18

38
년

7
월

8일
에

십
이

사
도

정
원

회
는

주
님

으
로

부
터

영
국

제
도

에
서

선
교

사
로

봉
사

하
라

는
부

름
을

받
았

다
(교

성
11

8 
참

조
).

4
.
아
담
-
온
다
이
-
아
만

주
께

서
미

주
리

주
북

부
의

이
지

점
을

예
수

그
리

스
도

께
서

아
담

과
그

의
의

로
운

후
손

을
만

나
러

오
실

때
장

차
거

대
한

집
합

이
있

을
장

소
로

확
인

하
셨

음
(교

성
78

:1
5;

10
7:

53
~5

7;
 1

16
 참

조
).

5
.
리
버
티
감
옥

18
38

년
12

월
부

터
18

39
년

4월
까

지
조

셉
스

미
스

와
그

밖
의

사
람

들
이

부
당

하
게

투
옥

되
었

다
. 교

회
가

고
난

에
처

해
있

던
당

시
에

조
셉

은
주

께
지

시
를

구
하

였
고

교
성

12
1~

12
3

을
받

았
다

.

6
.
나
부

미
시

시
피

강
에

위
치

한
이

지
역

은
18

39
년

부
터

18
46

년
에

걸
쳐

성
도

들
이

집
합

하
던

장
소

였
다

. 이
곳

에
성

전
이

세
워

졌
고

죽
은

자
를

위
한

침
례

, 엔
다

우
먼

트
, 가

족
인

봉
과

같
은

의
식

이
시

작
되

었
다

. 이
곳

에
서

18
42

년
상

호
부

조
회

가
조

직
되

었
다

. 교
성

12
4~

12
9를

포
함

한
여

러
계

시
가

주
어

졌
다

.

7
.
카
테
지

이
곳

에
서

18
44

년
6월

27
일

에
선

지
자

조
셉

스
미

스
와

그
의

형
하

이
럼

이
순

교
하

였
다

(교
성

13
5 

참
조

).

8
.
윈
터
쿼
터
스

솔
트

레
이

크
계

곡
으

로
가

는
도

중
에

있
는

성
도

들
을

위
한

본
부

정
착

지
(1

84
6~

18
48

). 
이

스
라

엘
진

영
이

서
부

여
행

을
위

하
여

조
직

되
었

다
(교

성
13

6 
참

조
).

9
.
카
운
슬
블
러
프
스
(케
인
스
빌
)
18

47
년

12
월

27
일

에
브

리
검

영
을

회
장

으
로

한
제

일
회

장
단

이
이

곳
에

서
지

지
되

었
다

.

N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미국 미주리 주, 일리노이 주 및 아이오와 주 지역

킬
로
미
터

디
윗 매
킬
웨
인
스
벤
드

인
디
펜
던
스

리
치
몬
드

파
웨
스
트

혼
즈
밀

갤
러
틴

아
담
-
온
다
이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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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스러운 숲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자기 집 근처의 이 숲 속에서 첫번째 시현을 받았다.

2. 쿠모라 산과 맨체스터-팔마이라 지역천사 모로나이는 조셉 스미스에게 지시하여 자기가 이
산에 묻은 금판을 찾게 했다(산은 중앙 오른쪽이다).

사진 1, 2



3. 조셉 스미스 일세의 통나무 집이것은 스미스 가족이 한때 살았던 집을 복원한 것이다.

4. 그랜딘 출판 인쇄소몰몬경 초판이 이 곳에서 인쇄되었다.

사진 3, 4



5. 사스케하나 강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이 이 강둑에서 회복되었다(교성 13, 128:20 참조).

6. 피터 휘트머 일세의 통나무 집이 집은 원래 있던 그 자리에 세워진 복원된 집이다. 이 곳에서
1830년 4월 6일에 교회가 조직되었다.

사진 5, 6



7. 뉴얼 케이 휘트니 상점지혜의 말씀으로 알려지게 된 계시(교성 89 참조)와 다른 계시를 이
곳에서 받았다.

8. 존 존슨의 집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이 이 집에서 성경 번역 일을 하고 있을 때
현재의 교리와 성약 76에 수록되어 있는 계시와 다른 계시들을 받았다.

사진 7, 8



9. 커틀랜드성전1836년이경륜의시대에세워진첫번째성전. 이성전안에서예수그리스도와모세와
일라이어스와엘리야가나타나신권열쇠를회복해주었다(교성110 참조).

10. 아담-온다이-아만 골짜기이 곳에서 아담과 그의 의로운 후손들이 모였었다(교성 107:53~57
참조). 아담과 다른 선지자들과 모든 시대의 충실한 성도들은 구주의 재림에 앞서 이 곳에서 주를
만날 것이다.

사진 9, 10



11. 파웨스트 성전 부지 1838년에 주는 성도들에게 이 곳에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교성115:7~8 참조). 폭도들의 박해로 인해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12. 리버티 감옥이 곳에 부당하게 투옥되어 있는 동안(1838~1839년),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현재의 교리와 성약 121~123에 수록되어 있는 계시들을 받았다.

사진 11, 12



13. 나부 맨션 하우스 1843년부터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족의 집이었다. 교회의 초창기에 이
곳은 성도들 사이에 사교 생활의 중심지였다.

14.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붉은 벽돌 상점 1842년 3월 17일에 이 건물에서 상호부조회가
조직되었다.

사진 13, 14



15. 나부 성전이 모형은 1848년 소실되기 전 이 건물의 본래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고 있다.

16. 카테지 감옥이 곳에서 1844년 6월 27일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그의 형 하이럼이
순교하였다(교성 135 참조).

사진 15, 16



17. 서부로의 대탈출 1846년 2월 4일에 첫 포장마차들이 미시시피 강을 건넘으로써 역사적인 서부
이동을 시작하였다.

18. 솔트레이크 성전이 솔트레이크 계곡의 상징물이라 할 수 있는 이 성전은 건축하는 데 40년이
걸렸다.

사진 17, 18





1. 나일 강과 애굽

나일 강둑을 따라 초목이 자라고 있다. 그 너머
는 사막지대로 애굽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중요 사건: 이 땅은 애굽투스에 의하여 발견되
었다(아브 1:23~25).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
(창 12:10~20; 아브 2:21~25). 요셉은 애굽에
팔려 갔고 통치자가 되었으며 자기 가족을 기
근으로부터 구했다(창 37; 39~46). 야곱의 후
손들이 애굽에 살았다(창 47; 출 1; 12:40). 바
로의 딸이 아기 모세를 강에서 발견하여 그를
길렀다(출 2:1~10).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다(출 3~14).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예수가 잠시 애굽으로 가서 헤롯
을 피하였다(마 2:13~15, 19~21). 마지막 날에
애굽인들이 주를 알 것이요, 주께서 애굽을 축
복하실 것이다(사 19:20~25). (경전 안내서“애
굽”참조.)

2. 시내(호렙) 산과 시내 광야

높이 솟은 산들은 예벨무사(모세의 산) 봉우리
들이다. 시내 산일 가능성이 있는 지점이 몇 곳
있으나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 중 하나가 예벨
무사이다.
중요 사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사 십
계명을 주셨다(출 19~20). 모세, 아론, 아론의
두 아들, 그리고 칠십 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뵙고 그와 대화를 나누었다(출 24:9~12). 하나
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지시
를 주셨다(출 25~28; 30~31).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설득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경배하였다(출 32:1~8). 엘리야가 이세벨 왕비
가 살던 이스르엘 골짜기에서 이 땅으로 피신
하였다(왕상 19:1~18). 또한 이 곳은 엘리야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눈 곳이다(왕상 19:8~19).
(경전 안내서“시내 산”참조.)

3. 유대 광야와 사해

유대 광야를 건너 남동쪽 방향이다. 뒤로 사해
가 보인다.
중요사건: 유대 광야는 초기 역사의 많은 시기
에 중요한 피난처였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
여 숨었다(삼상 26:1~3). 예수께서 사십 주야
를 금식하셨다(마 4:1~11; 막 1:12~13). 홀로
지나는 나그네들이 이 지역에서 쉽게 약탈자
의 먹이가 되었으므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광야로 지나 여리고로 가는 길을 선한 사
마리아인의 비유를 위한 배경으로 사용하셨다
(눅 10:25~37). (경전 안내서“사해”참조.)

4. 가데스바네아

이것은 가데스바네아가 위치한 큰 사막 골짜
기(또한 와디라고도 부름)의 북동쪽 풍경이다.
우기에 여기에 흐르는 시내는 신 광야에 있는
이 곳을 물이 풍족하고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
준다.
중요사건: 이 곳에서 모세가 열두 사람을 보내
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곳으로 추정된다
(민 13:17~30). 이 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에서 방황하던 거의 40년 중 38년 동안 본거지
역할을 했다(신 2:14). 미리암이 이 곳에서 죽
어 장사되었다(민 20:1). 이 곳은 고라가 반역
을 도모하고, 백성이 원망하고, 아론의 지팡이
에 싹이 돋은 곳이다(민 16~17). 이 곳 가까이
에서 모세가 바위를 치자 물이 흘러나왔다(민
20:7~11).

5. 족장들의 무덤

성지의 모든 건물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 중
의 하나이다. 헤롯 왕이 헤브론에 건축한 것으
로 아브라함이 가족 묘지로 구입한 막벨라 굴
이라 전해져 오는 사적지 위에다 건축하였다
(창 23).

이들 중요 유적지의 사진들은 예수께서 걸
으셨고, 선지자들이 살았고 가르쳤으며,

경전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던 지역과 장소
를 보여 주고 있다. 경전 연구에 사진을 더 잘
사용하도록 돕기 위해서 각 사진마다 짧은 설
명이 첨부되어 있다. 설명의 번호 및 제목은 사
진의 번호 및 제목과 같다. 설명의 제목에 이어

지는 첫 문단은 사진의 배경을 설명해 주며 찾
아보아야 할 중요한 것들과 촬영자가 향하고
있는 방향 등이 들어 있다. 그 다음에 쓰인 중
요 사건에는 경전 참조 성구들이 수록되어 있
어 그 사건에 관하여 어디에서 더 읽을 수 있는
지 알게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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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건: 사라(창 23)와 아브라함(창 25:9)의
묘지. 이삭, 리브가, 레아가 또한 이 곳에 장사
되었다(창 49:30~31). 야곱의 시신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운구되어 이 동굴 안에 장사되었
다(창 50).

6. 유대의 구릉 지역

유대의 구릉 지역은 길이 56킬로미터 너비 27
킬로미터이다. 대부분의 토지는 돌밭이어서
경작하기 어렵다. 구릉지는 계곡으로 갈라지
는데 계곡은 땅이 상당히 비옥하다. 초기 이스
라엘 사람들은 이들 구릉지를 이용하여 침입
자를 방어하면서 그 곳에서 살았다. 예루살렘
이 이 지역에 위치해 있다.
중요사건: 주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
에게 약속해 주셨다(창 13:14~18; 17:8). 사라
와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
사되었다(창 23:19; 25:9). 다윗이 예루살렘을
여부스 족속에게서 빼앗았다(삼하 5:4~9). 구
약의 사건들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이 곳 구릉
지에서 더 많이 일어났다.

7. 베들레헴

이 사진은 돌이 많은 구릉지를 보여 주고 있으
며, 전경에는 목자의 풀밭이 있고 배경에는 베
들레헴의 현대 도시가 있다.
중요사건: 라헬이 이 곳에서 가까운 곳에 장사
되었다(창 35:16~20). 룻과 보아스가 이 곳에
살았다(룻 1:19~2:4). 다윗 왕이 이 곳에서 태어
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삼상16:1~13).
구주께서 이 곳에서 태어나셨고, 목자들과 박
사들이 그를 경배하였다(마 2:1~11; 눅 2:
4~16). (경전 안내서“베들레헴”참조.)

8. 예루살렘

북쪽을 바라본 사진이다. 사진의 중앙에 바위
돔이라 불리는 황금 돔이 있는 회교 사원이 있
다. 유대인들은 고대에 이 곳에 있던 성전에서
예배드렸다. 바위 돔 가까이 성벽이 예루살렘
구시가지를 에워싸고 있다. 성벽 우측에 기드
론 골짜기가 있다. 멀리 우측에 감람 산이 있
고, 바위 돔 건너 북쪽에 유명한 골고다 즉 갈
보리가 있다.
중요사건: 고대에는 예루살렘을 살렘이라 불렀
다(시 76:2).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쳤다(창 14:18~20).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왔다(창 22:2~14). 다윗 왕이 여부스 족속에게서

예루살렘을 빼앗았다(삼하 5:4~9).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였다(왕상 6~7). 리하이가 약속의
땅으로가기위해이곳을떠났다(니전1:4; 2). 구
주께서 성역을 베푸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셨다(마 21~28). 구주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그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멸
망하였다(조마 1:3~20). 예루살렘은 마지막 날에
침략당할것이다(겔38~39; 욜2~3; 계11, 16). 구
주께서 재림 직전에 이 곳에 나타나실 것이다(슥
12~14; 교성 45:48~53). (경전 안내서“예루살렘”,

“살렘”참조.)

9. 헤롯 성전

이 사진은 헤롯 성전의 축척 모형을 보여 주고
있는데 주후 67년의 모습이 이러하였을 것으
로 추정된다. 성전 주위의 성벽은 지성소, 성
소, 그리고 세 개의 큰 뜰을 둘러싸고 있다.
중요 사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성전
에서 드렸다(눅 2:22~38). 구주께서 12살 때에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눅 2:41~46). 구주께서
돈 바꾸는 자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다(마
21:12~13). 구주께서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셨
다(마 24:1~2). 성전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세
워질 것이다(겔 40~48; 슥 8:7~9). (경전 안내
서“성전, 주의 집”참조.)

10. 성전으로 가는 계단

성전 지역은 여러 뜰로 구분되어 있는데 바깥
뜰은 가장 낮은 지대에 있다. 예배드리는 사람
들은 여러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문
중에는 이 계단을 올라 바깥 뜰로 들어온 뒤 다
시 안뜰로 들어오는 문이 포함된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
들이 이 계단을 올라 왔다. 디도의 군대가 주후
70년에 성전을 파괴했을 때 이 계단은 흙더미
에 파묻혔는데 예루살렘 구시가지 일부가 발
굴될 때 이 계단이 드러났다.
중요 사건: 에스겔은 장래에 세워질 성전의 크
기와 모양을 시현으로 보았다(겔 40). (경전 안
내서“성전, 주의 집”참조.)

11. 감람 산과 올슨 하이드 공원

이 풍경은 감람 산에 있는 올슨 하이드 공원에
서 남서쪽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라본 것
이다. 감람 산의 서쪽 경사면에 겟세마네 동산
이 있다. 1841년 10월 24일 올슨 하이드 장로
가 감람 산을 걸어 올라가 아브라함의 자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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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돌아올 것과 성전의 건축을 위한 예언적인
헌납 기도를 드렸다.
중요사건: 구주께서 예언하신 대로 로마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을 파괴하였다(조마 1:23). 구주
께서 온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시기 전에 장차 감
람 산에 서실 것이다(슥 14:3~5; 교성 45:48~53;
133:19~20). (경전 안내서“감람산”참조.)

12. 겟세마네 동산

이 올리브 고목 나무 사진은 겟세마네 동산으
로 전해져 내려오는 곳에서 찍은 것이다. 구주
께서 배반당하시던 그 날 밤에 다락방을 떠나
신 후 이 근처에서 기도하셨다.
중요사건: 이곳에서예수그리스도께서인류의죄
를위하여고난을겪기시작하셨다(마26:36~44; 막
14:32~41; 교성19:16~19). 기도하고나신후에가롯
유다에게배반당하셨고, 동산에서그가잡히신후
이어서 그의 제자들이 한동안 그를 저버렸다(막
14:50). (경전 안내서“겟세마네”참조.)

13. 골고다

이 바위는 해골과 닮았고, 바로 예루살렘의 다
메섹 문 밖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전해 내려오는 곳이다.
중요사건: 예수그리스도께서채찍질당하시고조
롱을 받으신 후에,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끌려와 이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
셨다(마27:26~35; 요19:17~18). (경전안내서“골
고다”참조.)

14. 동산 묘지

이 곳은 구주께서 장사되셨다고 전해져 내려오
는 곳이다. 현대의 선지자 몇 분은 구주의 몸이
이동산묘지에뉘어졌다는느낌을받았다.
중요 사건: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그 몸이 바위를 깎아 만든 새 무덤에 놓였다
(마 27:57~60). 삼 일째 되던 날 몇몇 여인이 무
덤에 갔는데, 구주의 몸이 거기에 있지 않음을
발견하였다(마 28:1, 요 20:1~2). 사도 베드로
와 요한도 또한 무덤에 갔는데 구주의 몸이 거
기에 있지 않음을 보았다(요 20:2~9). 부활하
신 구주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요 20:11~18).

15. 여리고

이 사진은 오늘날 여리고의 초목을 보여주고
있다. 고대에는 요단 강 골짜기에 있는, 해면보

다 252 미터 낮은 성곽도시였다. 그 곳은 농업
이 잘 발달한 지역으로서 대추야자나무와 감
귤나무 숲이 울창한 곳이다. 배경에 보이는 곳
은 시험의 산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곳이다(마
4:1~11).
중요 사건: 이 곳 근처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
엘 자손들이 처음으로 요단 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 왔다(수 2:1~3; 3:14~16). 주께서 성
벽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기적적으로 무너
지게 하셨다(수 6 또한 히 11:30 참조). 여호수
아가 그 도시에 저주를 하였고(수 6:26) 그것이
성취되었다(왕상 16:34). 엘리사가 여리고의
물을 고쳤다(왕후 2:18~22). 구주께서 예루살
렘을 마지막으로 방문하실 때 이 곳을 지나시
면서 앞 못 보는 바디매오를 고쳐 주셨고, 세리
삭개오의 집에 유하셨다(막 10:46~52; 눅
18:35~43; 19:1~10).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선한 사마리아 인의 비유에서 두드
러진다(눅 10:30~37).

16. 실로

이 서편 풍경에서 고대 도시의 폐허는 사진의
중앙 바로 좌측에 있다. 폐허는 작은 둥근 산
위에 있는데 조금 더 높은 산에 둘러싸여 있다.
중요 사건: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모여서 지역
을 분배받았다(수 18~22). 성막과 언약궤가 이
곳에 안치되었고, 수세기 동안 그대로 있었다
(수 18:1). 이 곳에서 한나가 기도하였고, 자기
아들 사무엘을 주를 위하여 봉사하는 자로 헌
납하였다(삼상 1). 이스라엘 민족은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갔지만 블레셋 족속에게 패하였
고, 그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겼다(삼상 4:1~11).

17. 그리심 산과 에발 산

서쪽을 바라본 사진이다. 왼쪽에 그리심 산이
있고 오른쪽에 에발 산이 있다. 여기에 찍힌 사
진은 현대의 나블루스이다. 고대 도시 세겜은
두 산 사이 아래 계곡에 위치하고 있었다(이
사진의 바로 오른 쪽에 있다).
중요 사건: 아브라함이 세겜에 천막을 쳤다(창
12:6~7). 야곱이 이 곳에 천막을 쳤고 토지 일
부를 샀다(창 33:18~20). 그리심 산은 축복의
산이요, 에발 산은 저주의 산이었다(신
27~28). 에발 산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율법을
새긴 비석을 세웠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율
법을 읽어 주었다(수 8:30~35). 요셉의 뼈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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겜에 매장되었다(수 24:32).

18. 사마리아의 도단

성지의 이 지역은 산마루와 골짜기로 특징지
워진다. 여기는 좋은 목초지이다. 이스라엘 민
족이 그 땅에 정착했을 때 이 지역은 므낫세 지
파에게 주어졌다.
중요 사건: 도단 골짜기에서 요셉이 애굽에 팔
려 갔다(창 37:12~28).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 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백
명을 굴에 숨겨 구했다(왕상 18:13). 아람 군대
가 엘리사와 그의 종을 에워쌌고 주께서 기적
적으로 그들을 구하셨다(왕후 6:13~23).

19. 가이사랴와 갈멜 산에 이르는 사론 평지

고대 항구 도시 가이사랴를 건너 북쪽을 바라
보고 있다. 또한 사진 상부에 갈멜 산 연봉이
보인다.
중요 사건: 엘리야가 갈멜 산에서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하였다(왕상 18). 고대에 중요
한 도로였던 비아 매리스(바다의 길)가 가이사
랴 동쪽에 놓여 있다. 욥바에 있던 베드로가 큰
시현을 보고 나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
는 로마 백부장을 가르침으로써 이방인들에게
성역을 베풀기 시작하였다(행 10). 빌립이 이
곳에서 전도하며 살았고 예언하는 네 딸을 두
었다(행 8:40; 21:8~9). 바울이 이 도시에서 2
년간 수감되어 있었다(행 23~26). 그는 벨릭스
와 베스도와 헤롯 아그립바 2세에게 전도하였
고 헤롯 아그립바가“네가 적은 말로 권하여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말하였다(행 26:28).

20. 욥바

항구 도시 욥바를 북서쪽으로 바라본 것이다.
중요사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
해 욥바로 갔다(욘 1:1~3). 욥바는 솔로몬과 후
일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레바논
의 백향목 숲에서 재목을 실어 올 때 사용한 항
구였다(대하 2:16; 스 3:7). 이 곳에서 베드로가
도르가라고도 알려진 다비다를 일으켜 소생시
켰다(행 9:36~43). 베드로가 또 이방인 가운데
서 성역을 시작할 필요성을 계시해 준 정한 짐
승과 부정한 짐승의 시현을 보았다(행 10).
1841년 올슨 하이드가 성지를 헌납하기 위하
여 이 곳에 도착하였다.

21. 이스르엘 골짜기

다볼 산 정상에서 이스르엘 골짜기 일부를 향
하여 서쪽으로 바라본 것이다. 이스르엘 계곡
은 자주 하나의 큰 계곡으로 생각되지만 실제
로는 악고 평야를 요단 골짜기와 갈릴리 바다
지역으로 연결해 주는 일련의 계곡들이다. 예
를 들면 므깃도 골짜기는 이 골짜기의 서부 지
역에 있다. 이스르엘 골짜기는 서쪽으로는 지
중해, 동쪽으로는 요단 강 골짜기 사이 성지를
가로지르는 주요 통로였다.
중요 사건: 애굽과 메소보다미아를 연결하는
주요 대로가 이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어 여기
에서 많은 전투가 벌어졌다(삿 1:22~27; 5:19;
왕하 23:29~30). 구주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이 땅에서의 마지막 큰 전쟁이 아마겟
돈 싸움으로 시작되는데, 그것은 할므깃도 또
는 므깃도 산에서 그 이름을 따 온 것이다(겔
38; 욜 3:9~14; 슥 14:2~5; 계 16:14~16).

22. 다볼 산

북서쪽을 바라본 것이다. 다볼 산을 둘러싸고
있는 저지대는 이스르엘 골짜기이며 또한 에
스드랠론 평야로도 알려진 곳이다. 나사렛은
다볼 산 너머의 언덕에 있다.
중요 사건: 드보라와 바락이 주의 군대를 모아
하솔 왕 야빈을 대적하였다(삿 4:4~14). 다볼
산은 구주께서 변형되셨던 곳이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곳 중의 하나이다(마 17:1~9). 또 하
나는 헤르몬 산이다.

23. 갈릴리 바다와 수훈 산

담수호인 갈릴리 바다의 북서 모퉁이를 남서
쪽으로 바라본 것이다. 디베랴는 사진의 먼 좌
측, 먼 해변에 위치하고 있다. 사진의 전경 중
앙의 언덕은 수훈 산이라고 전해 내려오는 곳
이다. 가버나움은 왼쪽으로 사진 밖에 있다.
중요 사건: 구주께서 세상에서 성역을 베푸실
때 많은 시간을 이 지역에서 보내셨다. 이 곳에
서 십이사도를 부르시고 성임하셨다(마
4:18~22; 10:1~4; 막 1:16~20; 2:13~14; 3:7,
13~19; 눅 5:1~11).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마
5~7), 비유로 가르치셨다(마 13:1~52; 막
4:1~34). 기적을 행하셨는데 다음 것들이 포함
된다. 나병환자를 고치셨다(마 8:1~4).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다(마 8:23~27). 한 젊은이에게
서 마귀 군대를 내쫓으시니 그들이 돼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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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고 돼지들이 바다로 달려 들어갔다(막
5:1~15). 야이로의 딸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
으키셨다(마 9:18~19, 23~26; 막 5:22~24,
35~43), 5,000명과 4,000명을 먹이셨다(마
14:14~21; 15:32~38). 자기 제자들에게 그들의
그물을 던지라 명하사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
다(눅 5:1~6).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마
15:29~31; 막 3:7~12). 부활 후에 나타나사 제
자들을 가르치셨다(막 14:27~28; 16:7; 요
21:1~23). (경전 안내서“갈릴리”참조.)

24. 가버나움

갈릴리 바다 북쪽 해변에 위치한 가버나움은
예수의 갈릴리 성역의 중심지였다(마 9:1~2;
막 2:1~5). 중요하고도 성공적인 어업 및 상업
의 중심지로서 유대인에게와 마찬가지로 이방
인에게도 근거지였다. 일 세기의 인구는 아마
1,000명을 결코 넘지 못했을 것이다. 가버나움
은 비옥한 땅으로 둘러싸였고 중요한 무역로
의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었다. 로마 군인들은
그 곳에 목욕하는 집과 창고 시설을 건설하였
는데 이것은 잘 지어진 공공 건물이 있는 조직
화된 사회 구조가 되게 하는 데 공헌하였다. 그
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백성들은 구주의 성역을 배척하였
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 도시를 저주하셨
다(마 11:20, 23~24). 후에 가버나움은 황폐하
여졌고, 지금까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남
아 있다.
중요 사건: 가버나움은 구주의“자신의 고장”
으로 알려져 있다(마 9:1~2; 막 2:1~5). 이 곳에
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예를 들면 백부장의
종(눅 7:1~10), 베드로의 장모(막 1:21, 29~31),
지붕을 뚫고 침상이 내려진 중풍환자(막
2:1~12), 손이 마른 남자(마 12:9~13)를 포함하
여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막 1:32~34). 이 곳에
서 예수께서는 또한 많은 악령을 내쫓으셨고
(막 1:21~28, 32~34), 야이로의 딸을 죽은 자
중에서 살려 내셨으며(막 5:22~24, 35~43), 가
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생명의 떡에 대한 말
씀을 전하셨다(요 6:24~59). 구주께서 베드로
에게 지시하사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그 입을 열고 동전을 찾아내어 그것으로 세금
을 내게 하셨다(마 17:24~27).

25. 요단 강

요단 강은 갈릴리 바다 북쪽에서 시작하여 갈
릴리 바다로 흘러 들어간 뒤 계속 남쪽으로 가
서 사해에 이른다.
중요 사건: 롯이 스스로 요단 평야를 선택하였
다(창 13:10~11). 여호수아가 물을 갈라 이스
라엘 민족이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수 3:13~17; 4:1~9, 20~24). 엘리야와 엘리사
가 물을 갈랐다(왕하 2:5~8, 12~14).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나았다(왕하 5:1~15). 침례 요한이
구주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
었다(마 3:1~6, 13~16). (경전 안내서“요단
강”참조.)

26. 가이사랴 빌립보

이 샘은 헤르몬 산 밑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은
요단 강의 발원지 중의 하나이다. 이 지역을 다
스리던 헤롯 빌립이 가이사(자기의 황제)와 자
신의 명예를 위하여 이 곳에 도시를 건설하였
다. 도시는 이전에는 파니아스라 불렸는데 오
늘날에는 바니아스 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린다.
중요 사건: 구주께서 자기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만나셨다. 이 곳에서 베드로가“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러자 구주께서 베드로
에게“천국의 열쇠”를 약속하셨다(마
16:13~20).

27. 나사렛

현대 나사렛 시의 이 풍경은 남쪽을 보고 있는
것이다. 성경 시대의 나사렛은 작은 동네였다.
중요 사건: 니파이가 나사렛에 있는 구주의 어
머니를 시현으로 보았다(니전 11:13~22).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구주를 잉태할 것이라
고 말하였다(눅 1:26~35). 가브리엘이 요셉에
게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고 그의 아들을 예
수라 이름할 것을 말하였다(마 1:18~25). 예수
께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다(마 2:19~23; 눅
2:4~40; 4:16).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자기가 메
시야임을 선언하셨다(눅 4:16~21). 그러나 나
사렛 사람들은 그를 배척하였다(마 13:54~58;
눅 4:22~30).

28. 단

이 고대 도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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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전에는 레셈(수 19:47) 또는 라이스(삿
18:7, 14)라 일컬었다. 이 곳에 있는 샘들은 가
이사랴 빌립보의 샘들과 함께 요단 강의 주 발
원지이다.
중요 사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냈다(창
14:13~16). 단 지파가 이 지역을 점령하여 단
이라 이름하였다(수 19:47~48). 여로보암이 금
송아지를 세웠고 이것이 북방 10개 지파의 멸
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왕상 12:26~33).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이다－그래
서 경전에는 이스라엘 땅을 가리켜“브엘세바
에서 단까지”라 하였다(대하 30:5, 브엘세바는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였다). (경전 안내서

“단”참조.)

29. 아덴

이 사진은 아덴에 있는 파르테논의 폐허를 보
여 주고 있다. 아덴은 고대 희랍 아티카의 수도
로서 신약 시대에는 로마의 아가야 주에 속해
있었다. 그 이름은 희랍 이교 여신 아테미를 기
리기 위하여 붙여졌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 아
덴은 그 이전의 위대함과 영광을 많이 상실한
상태였으나 알지 못하는 신(행 17:23)을 포함
하여 많은 신과 여신 상과 기념비가 여전히 남
아 있었다.
중요사건: 사도 바울이 이 도시를 방문하여 파
르테논 가까이의 마르스의 언덕에서 전도하였
다(행 17:15~34). 선교사들이 아덴에서 희랍의
다른 여러 지방으로 파송되었다(살전 3:1~2).

30. 고린도

로마의 아가야 주의 큰 도시. 펠로폰네소스와
희랍 본토를 연결하는 지협에 위치하고 있고
동서 양쪽에 항구가 있는 도시로서 부와 영향
력이 있는 항구 도시였다.
중요사건: 바울은 일년 반 동안 고린도에 살면
서 그 곳에 교회를 세웠다(행 18:1~18). 바울은

여러 편의 편지를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 회
원에게 썼고 그 중 두 편이 현재 신약전서에 들
어 있다(고린도전, 후서).

31. 에베소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에베소에 있는 희랍 극
장의 폐허 사진이다. 신약 시대 동안 에베소는
이교 로마 여신 아데미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웅장한 신전으로 온 세계에 유명하였다. 지금
은 폐허가 되었지만 에베소는 한때 로마의 아
시아 주의 수도였고 상업의 큰 중심지였다. 그
도시의 은 공예가들은 아데미 상을 파는 무역
을 번성시켰다.
중요사건: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의 끝 무
렵에 에베소를 방문하였다(행 18:18~19). 그의
3차 여행 때 그는 그 도시에 2년간 머물렀다.
바울이 거짓 여신 아데미 숭배를 반대하는 설
교를 함에 따라 장사를 손해 보고 있던 공예가
들이 소요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는 떠나지 않
을 수 없었다(행 19:1, 10, 23~41; 20:1). 에베소
극장은 희랍인이 그때까지 세운 것으로는 가
장 컸고 이 곳에서 바울의 동반자들이 폭도를
만났던 곳이다(행 19:29~31).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동안 에베소에 있는 교회 회원에게
편지를 한 통 썼다. 계시록을 써서 보낸 아시아
의 일곱 교회 중 하나가 에베소에 있었다(계
1:10~11; 2:1).

32. 밧모 섬

에게해에 있는 한 섬으로서 요한이 이 곳으로
유배되었다(계 1:9).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는
그 곳 대리석 채석장에서 일하였다.
중요 사건: 요한은 묵시록(요한 계시록)으로
알려진 큰 시현을 보았다. 주께서 그것을 아시
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라고 그에게 말씀
하셨다(계 1:11).

경전 사적지 사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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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지도

지명의 가나다순 색인은 지도상에서 특
정 장소를 찾아내는데 도움이 된다.

지명의 가나다 순 색인은 지도상에서 특정
한 장소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각 항목에
는 지도 번호가 있고 이어서 문자－숫자의
조합으로 된 모눈 참조가 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지도에서 랍바(암만) 항목을 보면
1:라5 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1번 지도의
라5 구역을 의미한다. 지도의 상단과 옆면
에 있는 좌표를 참조함으로써 각 지도에 있
는 특정 구역을 찾을 수 있다. 지명 별칭은
괄호 안에 넣었는데, 예를 들면, 랍바(암만)
와 같은 것이다. 이름 뒤에 붙는 물음표는
지도상에 표시된 위치가 그 지점일 가능성
은 있으나 불확실함을 나타낸다.

다음은 지도상에 사용된 여러 가지 기호나 글
자체를 이해하는 열쇠이다. 이에 더하여 각 지
도에는 그 지도에만 해당되는 추가적인 기호
를 설명하는 열쇠가 포함될 수 있다.

붉은 점은 도시나 읍을 표시한
다. 선은 그 점과 해당 도시 또는
지역의 이름을 잇기 위하여 때
로 사용된다.

검은 소 삼각형은 산을 표시
한다.

사 해 이 글자체는 대양, 바다, 호수,
강, 산, 광야, 계곡, 사막, 섬
등과 같은 지리적 장소에 사
용된다.

예루살렘 이 글자체는 모든 도시와 읍 (또
한 예루살렘 시 지도에 나오는
상세 지역에)  사용된다.

모 압 이 글자체는 지역, 족속, 지파와
같은 소 행정구역에 사용된다.

유 다 이 글자체는 나라, 국가, 대륙과
같은 대 행정구역에 사용된다.

가 나 다 라

지도 견본

1

2

11.성지 지도

12.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가나안 진입

13.열두 지파의 분할

14.다윗과 솔로몬 제국

15.앗수르 제국

16.신 바빌로니아 제국(느부갓네살)과 애굽
왕국

17.바사 제국

18.로마 제국

19.구약의 세계

10.구약 시대의 가나안

11.신약 시대의 성지

12.예수 시대의 예루살렘

13.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14.성경 시대의 성지 표고

지도 및 지명 색인

다음 지도는 경전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경전에서 이야기된 지역

의 지리를 앎으로써 경전 상의 여러 사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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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Cana], 11:다3
가나안, 지구[Canaan, region],

2:다1, 9:라3
가다라[Gadara], 11:다4
가데스바네아[Kadesh-barnea],

2:다2, 3:가6, 4:다6
가드 헤벨[Gath-hepher], 10:나3
가드[Gath], 3:가5, 4:다5, 10:가6
가버나움[Capernaum], 11:다3
가사[Gaza], 1:가6, 2:다1, 3:가5,

4:다5, 10:가7, 11:가7, 13:아4
가야바의 집, 예루살렘에 있는

[Caiaphas, House of, in
Jerusalem], 12:나6

가이사랴 빌립보
[Caesarea Philippi], 11:다2

가이사랴[Caesarea], 11:나4, 13:아3
갈그미스[Carchemish], 

5:나2, 6:나2, 9:라2
갈라디아, 지구[Galatia, region],

13:사1
갈릴리 바다(긴네렛)[Galilee, Sea

of (Chinnereth)], 1:다3, 3:나3,
4:라3, 9:라3, 10:다3, 11:다3,
14:나7

갈릴리, 낮은, 지구[Galilee, Lower,
region], 1:다3

갈릴리, 높은, 지구[Galilee, Upper,
region], 1:다2

갈릴리, 지구[Galilee, region],
11:다2

갈멜, 산[Carmel, Mount], 1:나3,
3:가3, 4:다3, 10:나3, 11:나3

감람 산[Olives, Mount of], 1;나6,
10:나6, 11:나6, 12:라4, 14:나6

갑돌(그레데) 섬[Caphtor(Crete),
island], 9:가3

갑바도기아, 지구[Cappadocia,
region], 13:아2

갓, 지파[Gad, tribe], 3:나4
게르마니아, 지구[Germania,

region], 8:나1
게셀[Gezer], 4:다5
겟세마네 동산, 예루살렘에

있는[Gethsemane, Garden of,
in Jerusalem], 12:라4

고라신[Chorazin], 11:다3
고린도[Corinth], 13:라2
고센, 지구[Goshen, region], 2:가2,

9:다4
골, 지구[Gaul, region], 8:가1
골고다, 예루살렘에 있는

[Golgotha, in Jerusalem], 12:나3

구레네[Cyrene], 13:라3
구브로(깃딤), 섬[Cyprus(Kittim),

island], 8:다3, 9:다3, 13:사3
그랄 강[Gerar, river], 1:가7, 10:가7,

11:가7
그랄[Gerar], 10:가7
그레데(갑돌), 섬[Crete(Caphtor),

island], 8:다3, 9:가3, 13:라3
그리심, 산[Gerizim, Mount], 1:나5,

3:가4, 4:다4, 10:나5, 11:나5,
14:나6

그술, 지구[Geshur, region], 4:라3
기드론 계곡, 예루살렘에 있는

[Kidron Valley, in Jerusalem],
12:라6

기브아[Gibeah], 4:다5
기브온[Gibeon], 10:나5
기손, 강[Kishon, river], 1:나3,

10:나3, 11:나3
기오, 섬[Chios, island], 13:마2
기혼 샘, 예루살렘에 있는[Gihon

Spring, in Jerusalem], 12:라6
긴네렛 바다[Chinnereth, Sea of],

1:다3, 3:나3, 4:라3, 9:라3,
10:다3, 11:다3

길갈[Gilgal], 1:다5, 2:라1, 4:라5
길르앗 라못[Ramoth-gilead],

3:나4, 4:라4
길르앗 야베스[Jabesh-gilead],

3:나4
길르앗, 지구[Gilead, region],

1:다4, 10:다4
길리기아, 지구[Cilicia, region],

13:사2
길보아, 산[Gilboa, Mount], 1:다4,

3:나4, 10:다4, 11:다4, 14:다6
길하레셋[Kir-hareseth], 10:다7
깃딤[구브로], 섬[Kittim(Cyprus),

island], 9:다3

나바데, 지구[Nabatea, region],
11:다8

나사렛[Nazareth], 1:나3, 11:나3
나인[Nain], 11:다4
나일 삼각주[Nile Delta], 2:가2,

9:다4
나일, 강[Nile, river], 2:가3, 5:나4,

6:나4, 7:가4, 8:다4, 9:다4
납달리, 지파[Naphtali, tribe], 3:나3
낮은 바다(동쪽 바다, 페르샤 만)

[Lower Sea(Eastern Sea, Persian
Gulf)], 5:다4, 6:다4, 7:나4, 8:라3,
9:아3

네겝, 지구[Negev, region], 1:가8,

10:가8
놉(멤피스)[Noph(Memphis)],

2:가3
느보, 산[Nebo, Mount], 1:다6,

2:라1, 3:나5, 4:라5, 10:다6,
11:다6

니느웨[Nineveh], 5:다2, 9:바2
니도[Cnidus], 13:마2

다기아, 지구[Dacia, region], 8:다2
다니스(라암셋)[Tanis(Rameses)],

2:나2
다락방, 예루살렘에 있는[Upper

Room, in Jerusalem], 12:나6
다메섹[Damascus], 1:라1, 3:나2,

4:라2, 9:라3, 10:라1, 11:라1,
13:아3

다메섹 아람, 지구
[Aram-Damascus, region], 4:라2

다볼, 산[Tabor, Mount], 1:다3,
3:나4, 4:라4, 10:다3, 11:다3,
14:다6

다소[Tarsus], 13:사2
단(라이스)[Dan (Laish)], 1:다2,

3:나3, 4:라3, 10:다2
단, 지파[Dan, tribe], 3:나3, 3:가5
대해(지중해, 윗 바다)

[Great (Mediterranean, Upper)
Sea], 1:가4, 2:나1, 3:가4, 4:다4,
5:가3, 6:가3, 7:가3, 9:나3,
10:가5, 11:가5, 13:라3, 14:가2,
14:가6

더베[Derbe], 13:사2
데가볼리, 지구[Decapolis, region],

11:다4
데베[Thebes], 5:나4, 6:나4, 7:가4,

8:다4
데살로니가[Thessalonica], 8:다2,

13:라1
도단[Dothan], 10:나4
돌[Dor], 3:가4, 4:다4
돌레마이(악고, 아코)

[Ptolemais (Acco, Accho)]
1:나3, 11:나3, 13:아3

돕가[Dophkah], 2:다4
동산 묘지, 예루살렘에 있는

[Garden Tomb, in Jerusalem],
12:나3

동쪽(낮은) 바다[Eastern(Lower)
Sea], 5:다4, 6:다4

두라, 평지[Dura, Plain of], 9:바2
두로[Tyre], 1:나2, 3:가3, 4:다3,

9:라3, 10:나1, 11:나2, 13:아3
드고아[Tekoa], 10:나6

지명 색인 8



드로아[Troas], 6:가2, 7:가2, 13:마2
드로이[Troy], 9:나2
디그리스, 강[Tigris, river], 5:다2,

6:다2, 8:라3, 9:사3
디베랴[Tiberias], 11:다3
디본[Dibon], 2:라1

라기스[Lachish], 1:가6, 3:가5,
4:다5, 10:가6

라암셋(다니스)[Rameses(Tanis)],
2:나2

라오디게아[Laodicea], 13:바2
라이스(단)[Laish(Dan)], 10:다2
랍바(암만)[Rabbah(Amman)],

1:라5, 3:나5, 10:라5, 14:라2
레기온[Rhegium], 13:나2
레바논 산맥[Lebanon Mountains],

1:다1, 10:다1, 11:다1
로도, 섬[Rhodes, island], 9:나3,

13:마3
로마[Rome], 8:나2, 13:가1
루기아, 지구[Lycia, region], 13:바2
루스(벧엘)[Luz(Bethel)], 10:나5
루스드라[Lystra], 13:사2
룻(루디아), 지구[Lydia, region],

13:마2
르비딤[Rephidim], 2:다4
르우벤, 지파[Reuben, tribe], 3:나5
리다니, 강[Litani, river], 1:다1,

10:다1, 11:다2
리비아 사막[Libyan Desert], 9:나4

마게도냐, 지구[Macedonia,
region], 7:가2, 8:다2, 13:라1

마게루스[Machaerus], 11:다7
마라[Marah], 2:나3
마레 인토눔(대해, 지중해, 윗바다)

[Mare Internum(Great,
Mediterranean, Upper Sea)],
8:나3

마하나임[Mahanaim], 10:다4
막달라[Magdala], 11:다3
말다, 섬[Malta, island], 13:나3
메대 제국[Median Empire], 6:라3
메드바[Medeba], 4:라5
메론, 산[Meron, Mount], 1:다2,

10:다2, 11:다3
메롬의 물(훌레 호수)[Waters of

Merom(Lake Huleh), 10:다2
메소보다미아[Mesopotamia],

8:라3, 9:마2
멜리데(말다), 섬[Melita(Malta),

island], 13:나3
멤피스(놉)[Memphis(Noph)],

2:가3, 5:나3, 6:나3, 7:가3, 8:다3
모레, 언덕[Moreh, Hill of], 1:다3,

10:나3
모리아, 산[Moriah, Mount], 14:나6
모압, 지구[Moab, region], 1:다7,

2:라1, 3:나6, 4:라6, 10:다7
모압, 평지[Moab, Plains of], 1:다6,

11:다6
무라[Myra], 13:바2
무시야, 지구[Mysia, region],

13:마2
므깃도[Megiddo], 1:나3, 3:가4,

4:다4, 6:나3, 9:라3, 10:나3,
11:나4

므낫세, 지파[Manasseh, tribe],
3:가4, 3:나3

미게네[Mycenae], 5:가2
미디안, 지구[Midian, region],

2:라4, 9:라4
미문[Gate Beautiful], 12:다4
미항[Fair Havens, harbor], 13:마3,
밀레도[Miletus], 13:마2

바대, 제국[Parthian Empire], 8:라3
바란, 광야[Paran, Wilderness of],

2:다3
바르발, 강[Pharpar, river], 1:라1,

10:라1, 11:라2
바벨(시날)[Babel(Shinar)], 9:사3
바벨론[Babylon], 5:다3, 6:다3,

7:나3, 9:바3
바보[Paphos], 13:사3
바빌로니아, 지구[Babylonia,

region], 9:바3
바사(페르샤)[Persia], 5:라4, 6:라4
바산, 지구[Bashan, region], 1:다3,

10:다2
밤빌리아, 지구[Pamphylia,

region], 13:바2
밧단 아람(하란)[Padan-aram

(Haran)], 9:마2
뱀 못, 예루살렘에 있는[Serpent’s

Pool, in Jerusalem], 12:가6
버가[Perga],13:바2
버가모[Pergamum], 13:마2
베그다[Bezetha], 12:나2
베냐민, 지파[Benjamin, tribe],

3:가5
베니게, 지구[Phoenicia, region],

1:다1, 4:라2, 9:라3, 10:나1,
11:나2, 13:아3

베다니[Bethany], 11:나6
베다니로 가는 길[Bethany, Road

to], 12:라5

베다바라[Bethabara], 11:다6
베데스다, 못, 예루살렘에

있는[Bethesda, Pool of, in
Jerusalem], 12:다3

베들레헴[Bethlehem], 1:나6,
3:가5, 4:다5, 10:나6, 11:나6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Bethlehem,
Road to], 12:가7

베레아[Peraea], 11:다5
베뢰아[Berea], 13:라1
벧산(벧 스안)[Beth-shan], 3:나4,

4:라4, 10:다4
벧엘(루스)[Bethel(Luz)], 3:가5,

4:다5, 10:나5, 11:나6
벳바게[Bethphage], 11:나6
벳새다[Bethsaida], 11:다3
보디올[Puteoli], 13:나1
보스라[Bozrah], 3:나6. 4:라6
본도, 지구[Pontus, region], 13:사1
붓(리비아)[Libya], 8:나3, 13:다4
브니엘[Penuel], 10:다4
브루기아, 지구[Phrygia, region],

13:바2
브리타니아, 지구[Britannia,

region], 8:가1
브솔, 강[Besor, river], 1:가7,

10:가7, 11:가8
브엘세바[Beersheba], 1:나7, 2:다1,

3:가5, 4:다6, 9:라4, 10:나7,
11:나8

블레셋, 족속[Philistines, people],
2:다2,

블레셋, 지구[Philistia, region],
4:다5

블레셋, 평지[Philistia, Plain of],
1:가6, 10:가6

비돔[Pithom], 2;나2
비두니아, 지구[Bithynia, region],

13:바1
비시디아, 지구[Pisidia, region],

13:바2
비하히롯[Pi-hahiroth], 2:나3
빌라델비아[Philadelphia], 11:라6
빌립보[Philippi], 13:라1

사렙다[Sarepta], 11:나1
사론, 평지[Sharon, Plain of], 1:나4,

10:나4, 11:나5
사르마티아, 지구

[Sarmatia, region], 8:다1
사마리아, 지구[Samaria, region],

1:나4, 10:나4, 11:나4
사마리아[Samaria], 1:나4, 5:나3,

10:나4, 11:나5, 13: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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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리아로 가는 길
[Samaria, road to], 12:나1

사모드라게, 섬[Samothrace,
island], 13:마1

사해(염해)[Dead Sea(Salt Sea)],
1:다6, 2:라1, 3:나5, 4:라5, 9:라4,
10:다6, 11:다7, 14:가7, 14:다3

사해, 수면[Dead Sea, level of],
14:가7, 14:다3

사해, 해저[Dead Sea, bottom of],
14:다3

사해로 가는 길
[Dead Sea, Road to], 12:다8

살라미[Salamis], 13:사3
살렘(예루살렘)

[Salem(Jerusalem)], 9:라3
살렘[Salim], 11:다4
서머나[Smyrna], 13:마2
성전 성벽 꼭대기, 예루살렘에

있는[Temple, Pinnacle of the, in
Jerusalem], 12:라5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Temple, in
Jerusalem], 12:다4

성전으로 가는 계단[Temple, Steps
to the, in Jerusalem], 12:라5

세겜[Shechem], 3:가4, 4:다4,
10:나4

세블라[Shephelah], 1:나6, 10:나6,
14:나2

소돔과 고모라, 지역[Sodom and
Gomorrah, area of], 10:다8

소렉, 강[Sorek, river], 1:나6,
10:나6, 11:나6

솔로몬 행각, 예루살렘에 있는
[Solomon’s Porch, in
Jerusalem], 12:라4

수가[Sychar], 11:나5
수라구사[Syracuse], 13:나2
수리아, 지구[Syria, region], 6:나3,

8:다3, 9:라3, 11:다2, 13:아3
수문, 예루살렘에 있는[Water

Gate, in Jerusalem], 12:다7
수사 문, 예루살렘에 있는[Susa

Gate, in Jerusalem], 12:라4
수사(수산)[Susa(Shushan)], 6:다3,

7:나3, 9:사3
수산(수사)[Shushan(Susa)], 6:다3,

7:나3, 9:사3
수에즈, 만[Suez, Gulf of], 2:나3
숙곳, 애굽에 있는[Succoth, in

Egypt], 2:나2
숙곳, 이스라엘에 있는[Succoth, in

Israel], 3:나4, 4:라4
술, 광야[Shur, Wilderness of],

2:나2
스렛, 강[Zered, river], 1:다8, 2:라2,

3:나6, 4:라6, 10:다8, 11:다8
스불론, 지파[Zebulun, tribe], 3:가3
스파르타[Sparta], 6:가2, 7:가2
시글락[Ziklag], 4:다5
시날(바벨)[Shinar(Babel)], 9:사3
시내 반도[Sinai Peninsula], 2:다3
시내, 산(호렙)[Sinai,

Mount(Horeb)], 2:다4, 9:라4
시돈[Sidon], 1:다1, 3:가2, 4:라2,

9:라3, 10:다1, 11:다1, 13:아3
시므온, 지파[Simeon, tribe], 3:가6
시온, 산[Zion, Mount], 14:나6
신, 광야[Sin, Wilderness of], 2:다4
신, 광야[Zin, Wilderness of], 2:다2
신바빌로니아 제국[Babylonian

Empire, New], 6:다3
실로[Shiloh], 3:가4, 4:라4, 10:나5
실로암, 못, 예루살렘에 있는

[Siloam, Pool of, in Jerusalem],
12:다7

아가야, 로마 주[Achaia, Roman
province], 8:다2, 13:라2

아덴[Athens], 6:가2, 7:가2, 8:다2,
13:라2

아드리아, 바다
[Adria, Sea of(Adriatic)], 8:나2

아라랏, 산[Ararat, Mount], 9:바1
아라바(틈새 계곡)

[Arabah(Rift Valley)], 1:나8,
2:라2, 4:다7, 10:다8

아라비아 사막[Arabian Desert],
9:바3

아라비아 해[Arabia Sea], 6:라4
아라비아[Arabia], 5:다3, 8:라4
아랄 해[Aral Sea], 5:라1, 6:라1,

7:다2
아랏[Arad], 2:라1, 3:가5, 4:다5
아르곱, 지구[Argob, region], 4:라3
아르논, 강[Arnon, river], 1:다7,

3:나5, 4:라5, 10:다7, 11:다7
아르논[Arnon], 2:라1
아르메니아, 지구[Armenia,

region], 13:사1
아리마대[Arimathaea], 11:나5
아말렉, 지구[Amalek, region],

4:다6
아바나, 강[Abana, river], 1:라1
아빌레네, 지구[Abilene, region],

11:라1
아셀, 지파[Asher, tribe], 3:가3
아소도[Azotus], 11:가6

아스겔론(아스글론)
[Ashkelon(Ascalon)], 1:가6,
3:가5, 4:다5, 10:가6, 11:가6

아스글론(아스겔론)
[Ascalon(Ashkelon)], 11:가6

아스돗(아소도)[Ashdod(Azotus)],
1:가6, 3:가5, 4:다5, 10:가6

아시아, 로마 주[Asia, Roman
province], 8:다2, 13:바2

아얄론, 계곡[Aijalon, Valley of],
1:나5, 10:나5, 11:나5

아이[Ai], 2:라1, 10:나5
아카바, 만[Aqaba, Gulf of], 2:라4
아캇(악갓), 지구[Akkad(Accad),

region], 9:사2
악갓(아캇), 지구[Accad(Akkad),

region], 9:사2
악고(돌레마이)[Accho(Acco,

Ptolemais)], 1:나3, 3:가3, 4:다3,
10:나2, 11:나3

안디옥, 비시디아에 있는[Antioch,
in Pisidia], 13:바2

안디옥, 수리아에 있는[Antioch, in
Syria], 8:다3, 13:아2

안토니아 요새, 예루살렘에 있는
[Antonia Fortress, in Jerusalem],
12:다3

알렉산드리아[Alexandria], 8:다3,
13:바4

암만(랍바)[Amman(Rabbah)],
1:라5, 10:라5, 14:라2

암몬, 지구[Ammon, region], 1:라5,
3:나5, 4:라4, 10:라6

압비오, 광장[Appius, Forum of],
13:나1

앗수르 제국[Assyrian Empire],
5:다3

앗수르[Asshur], 5:다3, 9:바2
앗시리아[Assyria], 9:바2
애굽, 강[Egypt, River of], 2:다2
애굽, 왕국[Egypt, Kingdom of],

6:가3
애굽, 지구[Egypt, region], 2:가3,

5:나4, 7:가4, 8:다4, 9:다4,
13:바4

애논[Aenon], 11:다4
야르묵, 강[Yarmuk, river], 1:다3,

10:다3, 11:다3
얍복, 강[Jabbok, river], 1:다5,

3:나4, 4:라4, 10:다5, 11:다5
양문, 예루살렘에 있는[Sheep

Gate, in Jerusalem], 12:다4
어문, 예루살렘에 있는[Fish Gate,

in Jerusalem], 12: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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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그론[Ekron], 1:나6, 10:가6
에느로겔 샘[En-rogel Spring],

12:다7
에담 광야[Etham, Wilderness of],

2:나3
에돔, 지구[Edom, region], 1:다8,

2:라2, 3:나6, 4:라7, 10:다8
에발, 산[Ebal, Mount], 1:나4,

3:가4, 4:다4, 10:나4, 11:나5,
14:나6

에베소[Ephesus], 8:다2, 13:마2
에브라임, 지파[Ephraim, tribe],

3:가4
에스드랠론 계곡[Esdraelon, Valley

of], 1:나3, 10:나3
에시온게벨[Ezion-geber], 2:라3,

3:가8, 4:다8, 9:라4
엔게디[En-gedi], 4:라5, 10:다7
엔돌[Endor], 10:다3
엘라[Elah], 1:가6, 10:나6, 11:나6
엘람, 지구[Elam, region], 5:다3,

6:다3, 7:다3, 9:아3
엘림[Elim], 2:다3
엠마오[Emmaus], 11:나6
엠마오로 가는 길[Emmaus, Road

to], 12:가4
여리고[Jericho], 1:다5, 2:라1,

3:나5, 4:라5, 10:다5, 11:다6,
14:가7, 14:다3

여리고로 가는 길[Jericho, Road
to], 12:라5

염해(사해)[Salt Sea(Dead Sea)],
1:다6, 2:라1, 3:나5, 4:라5, 9:라4

예루살렘(살렘)[Jerusalem(Salem)],
1:나6, 2:라1, 3:가5, 4:다5, 5:나3,
6:나3, 7:가3, 8:다3, 9:라3,
10:나6, 11:나6,13:아3, 14:나2,
14:나6

예루살렘, 아랫도시[Jerusalem,
Lower City], 12:다6

예루살렘, 윗도시[Jerusalem,
Upper City], 12:나6

온(헬리오폴리스)[On(Heliopolis)],
2:가3, 9:다4

왕의 행각, 예루살렘에 있는[Royal
Porch, in Jerusalem], 12:다5

욥바[Joppa], 1:가5, 3:가4, 4:다4,
10:가5, 11:가5, 13:아3

욥바로 가는 길[Joppa, Road to],
12:가4

우라르투, 지구[Urartu, region],
9:마1

우르[Ur], 5:다3, 9:마2, 9:사3
윗바다(대해, 지중해)

[Upper(Great, Mediterranean)
Sea], 7:가3, 9:나3

유다, 지구[Judah, region], 5:나3,
10:나7

유다, 지파[Judah, tribe], 3:가5
유대, 광야[Judaea, Wilderness of],

1:나7, 11:나7
유대, 지구[Judaea, region], 1:나6,

11:나7
유브라데, 강[Euphrates, river],

5:나3, 6:다3, 8:라3, 9:마2
이고니온[Iconium], 13:사2
이달리야, 로마 주[Italy, Roman

province], 8:나2, 13:가1
이두매, 지구[Idumea, region],

1:나7, 10:나7, 11:나7
이스라엘, 지구[Israel, region],

4:다4
이스라엘의 샘, 예루살렘에 있는

[Israel, Pool of, in Jerusalem],
12:다4

이스르엘(애스드랠론), 계곡
[Jezreel(Esdraelon), Valley of],
1:나3, 10:나3

이스르엘[Jezreel], 4:라4, 10:나4
인더스 강[Indus River], 7:라4
잇사갈, 지파[Issachar, tribe], 3:나4

지중해, 수면[Mediterranean Sea,
level of], 14:가2, 14:가6

지중해(대해, 윗바다)
[Mediterranean(Great, Upper)
Sea], 1:가4, 2:나1, 3:가4, 4:다4,
5:가3, 6:가3, 7:가3, 8:나3, 9:나3,
10:가5, 11:가6, 13:라3, 14:가2,
14:가6

카스피 해[Caspian Sea], 5:다1,
6:다1, 7:나2, 8:라2, 9:사1

카테지[Carthage], 8:나3

코카서스, 산맥
[Caucasus, mountains], 5:다1,
8:라2, 9:바1

탑의 못, 예루살렘에 있는[Tower’s
Pool, in Jerusalem], 12:나5

트란스요르단, 동부 고원지대
[Trans-Jordan, Eastern 

tablelands of], 14:라2
트레이스 타베르네

[Three Taverns], 13:나1

페르샤 만(낮은 바다)
[Persian Gulf(Lower Sea)], 9:아3

하란(밧단 아람)
[Haran(Padan-aram)], 9:마2

하솔[Hazor], 3:나3, 4:라3, 10:다2
하스모네 궁전, 예루살렘에 있는

[Hasmonean Palace, in
Jerusalem], 12:다5

헤롯의 궁전, 예루살렘에 있는
[Herod’s Palace, in Jerusalem],
12:나5

헤르몬, 산[Hermon, Mount],
1:다1, 3:나2, 4:라2, 10:다1,
11:라1, 14:라5

헤브론[Hebron], 1:나6, 2:라1,
3:가5, 4:다5, 10:나7, 11:나7

헤브론으로 가는 길[Hebron, Road
to], 12:가7

헤스본[Heshbon], 4:라5
헬라[Greece], 7:가2
헬리오폴리스(온)[Heliopolis(On)],

2:가3
헷 족속[Hittites, people], 9:라2
호렙(시내 산)[Horeb(Mount

Sinai)], 2:다4, 9:라4
호르, 산[Hor, Mount], 2:라2
호르, 족속[Horites, people], 9:마2
호르마[Hormah], 2:라1, 4:다6
홍해[Red Sea], 2라4, 5:나4, 6:나4,

7:나4, 8:다4, 9:라4
훌레 계곡[Huleh Valley], 1:다2,

11:다2
훌레(메롬의 물) 호수[Huleh

(Waters of Merom), Lake],
10:다2, 14:다6

흑해[Black Sea], 5:나1, 6:나1,
7:가2, 8:다2, 9:나1, 13:바1

히스기야의 터널, 예루살렘에 있는
[Hezekiah’s Tunnel, in
Jerusalem], 12:다6

히스파니아, 지구
[Hispania, region], 8:가2

히위, 족속[Hivites, people], 3:나2
힌놈 계곡, 예루살렘에 있는

[Hinnom Valley, in Jerusalem],
12: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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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안내

성경에 관련된 지도

다음 지도들은 경전 연구를 돕기 위해 마
련된 것이며, 교회의 훈련 과정에 포함

되어 있는 발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안
된 것이다.

상기 지도의 윤곽들은 다음 각 번호의 지도
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지도들은 넓은 지역은 물론 좁게 초점을
맞춘 지역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도 1 성지 지도

지도 2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가나안

진입

지도 3 열두 지파의 분할

지도 4 다윗과 솔로몬 제국

지도 5 앗수르 제국

지도 6 신 바빌로니아 제국

(느부갓네살)과 애굽 왕국

지도 7 바사 제국

지도 8 로마 제국

지도 9 구약의 세계

지도 10 구약 시대의 가나안

지도 11 신약 시대의 성지

지도 12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

지도 13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지도 14 성경 시대의 성지 표고

지도 1
지도 10
지도 11

지도 2

지도 8

지도 3
지도 4

지도 5
지도 6

지도 7

지도 9

지도 13

성경 지도의 개관과 내용

지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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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로미터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가나안 진입
가 나 다 라

N

아이
길갈

가사

여리고

디본

브엘세바

가데스
바네아

놉
(멤피스)

돕가?

마라?
엘림?

르비딤?

에시온게벨

미
디

안

온
(헬리오폴리스)

숙곳

비하히롯?

고 센

에 돔

가나안

모
압

애 굽

비돔

라암셋

예루살렘
헤브론

아랏
호르마

느보 산

호르
산

염해
(사해)

시내 산?
(호렙)

수에즈 만

아카바 만

시내 광야
신 광야

에담 광야

술 광야

신 광야

바란 광야

시 내 반 도

홍해
아

라
바

(
틈

새
계

곡
)

동
쪽

광
야

아르논

스렛

요단 강

애

굽
강

나
일

삼각주

지도 2 열쇠

추정출애굽경로

대 해
(지중해)

블레
셋

족
속

광
야
에
서
의

진
영나

일
강

지도 2

1. 라암셋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쫓겨났다(출 12; 민
33:5).

2. 숙곳히브리 민족이 이 첫 야영지를 떠난 후에 주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
셨다(출 13:20~22).

3. 비하히롯 이스라엘이 홍해를 통과하였다(출 14; 민
33:8).

4. 마라주께서 마라의 물을 고치셨다(출 15:23~26).

5. 엘림이스라엘이 열두 샘가에 천막을 쳤다(출 15:27).

6. 신 광야주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어 이스라엘
을 먹이셨다(출 16).

7. 르비딤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웠다(출 17:8~16).

8. 시내 산(호렙 산 또는 예벨무사)주께서 십계명을 계시
해 주셨다(출 19~20).

9. 시내 광야이스라엘이 성막을 지었다(출 25~30).

10. 광야에서의 진영 모세를 도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하
여 장로 칠십인이 부름을 받았다(민 11:16~17).

11. 에시온게벨이스라엘이 에서와 암몬의 땅을 평화롭게
통과하였다(신 2).

12. 가데스바네아 모세가 약속의 땅에 정탐꾼들을 보냈
다. 이스라엘이 거역하였고 그 땅에 들어가는 데 실
패하였다. 가데스는 여러 해 동안 이스라엘의 주 진
영 구실을 하였다(민 13:1~3,17~33; 14; 32:8; 신
2:14).

13. 동쪽 광야이스라엘은 에돔하고 모압과 더불어 싸우
기를 피하였다(민 20:14~21; 22~24).

14. 아르논 강이스라엘이 자기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아
모리 족속을 멸하였다(신 2:24~37).

15. 느보 산모세가 약속된 땅을 바라보았다(신 34:1~4).
모세가 그의 마지막 세 가지 설교를 전하였다(신
1~32).

16. 모압 평지주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나눌 것과 그
주민을 쫓아낼 것을 말씀하셨다(민 33: 50~56).

17. 요단 강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 강을 건넜
다. 길갈 근처에 요단 강 바닥에서 가져온 돌로 요단
강이 갈라졌던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다(수
3~5:1).

18. 여리고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도시를 점령하고 파괴
하였다(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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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9구약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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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10구약 시대의 가나안

1. 단(라이스) 여로보암이 북방 왕국을 위하여 금송아
지를 세워 경배하게 하였다(왕상 12:26~33). 단은
고대 이스라엘에게는 북방 한계선이었다.

2. 갈멜 산엘리야가 바알의 제사들과 대결하였고 하늘
을 열어 비를 내리게 하였다(왕상 18:17~46).

3. 므깃도 많은 전투가 벌어졌던 곳(삿 4:13~16; 5:19;
대하 35:20~23; 왕하 23:29).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
켜 므깃도를 건설하였다(왕상 9:15). 유다의 요시아
왕이 애굽의 바로 느고를 대적하여 싸우다가 치명
상을 입었다(왕하 23:29~30). 주의 재림시 큰 마지
막 전투가 아마겟돈 전쟁의 일부로서 이스르엘 골
짜기에서 있게 될 것이다(욜 3:14; 계 16:16;
19:11~21).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하르
므깃도 혹은 므깃도 산에서 온 헬라어 표기이다.

4. 이스르엘 같은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의 가장 크고
가장 비옥한 계곡에 있는 도시 이름이다. 북방 왕국
의 왕들은 이 곳에 궁궐을 세웠다(삼하 2:8~9; 왕상
21:1~2). 사악한 왕비 이세벨이 이 곳에 살다가 죽
었다(왕상 21; 왕하 9:30).

5. 벧산(벧 스안) 이 곳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족과 마
주쳤다(수 17:12~16). 사울의 시체가 이 요새 성벽
에 못 박혔다(삼상 31:10~13).

6. 도단요셉이 그의 형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렸다(창
37:17, 28; 45:4). 엘리사가 산에 말과 병거가 가득한
시현을 보았다(왕하 6:12~17).

7. 사마리아북방 왕국의 수도(왕상 16:24~29). 아합 왕
이 바알을 위하여 신전을 세웠다(왕상 16:32~33).
엘리야와 엘리사가 성역을 베풀었다(왕상 18:2; 왕
하 6:19~20). 주전 721년 앗수르인이 정복하여 열
지파가 사로 잡혀가는 일이 완결되었다(왕하
18:9~10).

8. 세겜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창 12:6~7). 야곱이
이 곳 근처에 살았다. 시므온과 레위가 이 도시의 모
든 남자를 몰살시켰다(창 34:25). 여호수아가 하나
님을 섬기기 위하여“오늘 … 택하라”는 격려를 이
곳 세겜에서 하였다(수 24:15). 이 곳에 여로보암이
북방 왕국의 첫 수도를 세웠다(왕상 12).

9. 에발 산과 그리심 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들
두 산위에 나누었다－율법의 축복은 그리심 산에서
선포하는 한편 저주는 에발 산에서 하였다(수 8:33).
후에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에 신전을 세웠다
(왕하 17:32~33).

10. 브니엘(브누엘) 이 곳에서 야곱이 주의 사자와 밤이

맞도록 씨름하였다(창 32:24~32). 기드온이 미디안
인의 요새를 파괴하였다(삿 8:5, 8~9).

11. 욥바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해야 할 선교 사업을 피
하려고 이 곳에서 다시스로 항해하였다(욘 1:1~3).

12. 실로 사사 시대 동안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성막이
이 곳에 설치되어 있었다(삼상 4:3~4).

13. 벧엘(루스)이 곳에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졌고(창
13:1~11), 시현을 보았다(창 13; 아브 2:19~20). 야
곱이 하늘에 이르는 사다리의 시현을 보았다(창
28:10~22). 성막이 잠시 이 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삿 20:26~28).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워 북방
왕국으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였다(왕상 12:26~33).

14. 기브온 이 곳에서 온 히위 백성이 여호수아를 속여
조약을 맺게 하였다(수 9). 여호수아가 이길 때까지
해가 머물러 있었다(수 10:2~13). 이 곳 또한 성막이
잠시 설치되었던 곳이다(대상 16:39).

15. 가사, 아스돗, 아스겔론, 에그론, 가드(블레셋의 다섯

도시) 이 곳 성읍들로부터 블레셋인들이 자주 이스
라엘에 전쟁을 걸어 왔다.

16. 베들레헴 라헬이 이 근처에 장사되었다(창 35:19).
룻과 보아스가 이 곳에 살았다(룻 1:1~2; 2:1, 4). 다
윗 성이라 일컬어졌다(눅 2:4).

17. 헤브론아브라함(창 13:18), 이삭, 야곱(창 35:27), 다
윗(삼하 2:1~4)과 압살롬(삼하 15:10)이 이 곳에 살
았다. 이 곳은 다윗 왕 치세하에 유다의 첫 수도였다
(삼하 2:11).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
아가 이 곳 막벨라 굴에 장사된 것으로 믿어지고 있
다(창 23:17~20; 49:31, 33).

18. 엔게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숨었고, 사울을 살려
주었다(삼상 23:29; 24:1~22).

19. 그랄아브라함과 이삭이 잠시 이 곳에서 살았다(창
20~22, 26).

20. 브엘세바아브라함이 이 곳에 우물을 팠고 아비멜렉
과 언약을 맺었다(창 21:31). 이삭이 주를 보았고(창
26:17, 23~24), 야곱이 이 곳에 살았다(창 35:10;
46:1).

21. 소돔과 고모라 롯이 소돔에 살기로 선택하였다(창
13:11~12; 14:12). 소돔과 고모라가 사악하므로 하
나님께서 멸망시키셨다(창 19:24~26). 예수께서 후
에 사악의 상징으로 이 두 도시를 사용하셨다(마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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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11신약 시대의 성지

1. 두로와 시돈예수께서 고라신과 벳새다를 두로와 시
돈에 비교하셨다(마 11:20~22). 예수께서 이방 여인
의 딸을 고치셨다(마 15:21~28).

2. 변형의 산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변
형되셨고, 그들은 왕국의 열쇠를 받았다(마 17:
1~13). (어떤 이들은 변형의 산을 헤르몬 산으로, 다
른 이들은 다볼 산으로 믿고 있다.)

3. 가이사랴 빌립보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시라 간
증하였고 왕국의 열쇠를 약속받았다(마 16:13~20).
예수께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말씀하셨다
(마 16:21~28).

4. 갈릴리 지방예수께서는 자기의 생애와 성역의 대부
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다(마 4:23~25). 이 곳에서
그는 산상수훈을 주셨다(마 5~7). 나병환자를 고치
셨다(마 8:1~4). 십이사도를 택하시고, 성임하시어
파송하셨는데, 그 중 가롯 유다만 갈릴리 사람이 아
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막 3:13~19). 부활하신 예수
께서 갈릴리에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다(마
28:16~20).

5. 갈릴리 바다, 후에는 디베랴 바다라 불림예수께서 베
드로의 배에서 가르치셨고(눅 5:1~3), 베드로, 안드
레, 야고보와 요한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
(마 4:18~22; 눅 5:1~11). 그는 또한 폭풍을 잠잠하
게 하셨고(눅 8:22~25), 배에서 비유를 가르치셨고
(마 13), 바다 위를 걸으셨고(마 14:22~32), 부활 후
에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요 21).

6. 벳새다 베드로, 안드레, 빌립은 벳새다에서 태어났
다(요 1:44). 예수께서 사도들과 따로 벳새다 근처로
가셨다. 무리가 그를 따라왔고 그는 5,000명을 먹이
셨다(눅 9:10~17; 요 6:1~14). 이 곳에서 앞 못 보는
사람을 고치셨다(막 8:22~26).

7. 가버나움이 곳은 베드로의 고향이었다(마 8:5, 14).
예수께서는 마태가 예수의“본 고장”이라 했던 가
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셨고(마 9:1~7; 막
2:1~12),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셨고, 베드로의 장
모의 병을 고치셨다(마 8:5~15). 마태를 사도 중 하
나로 부르셨고(마 9:9), 앞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고 악귀를 내쫓으셨으며(마 9:27~33), 안식일
에 손 마른 사람의 손을 낫게 하셨고(마 12:9~13),
생명의 떡에 대한 설교를 하셨다(요 6:22~65). 세금
을 내는 일에 동의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고
기의 입에서 돈을 꺼내오게 하셨다(마 17:24~27).

8. 막달라(마가단)이 곳은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이었다
(막 16:9). 예수께서 4,000명을 먹이시고나서 이 곳
에 온 후에(마 15:32~39),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하늘로부터의 표적을 보여 주기를 주께 요청하였다
(마 16:1~4).

9. 가나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고(요
2:1~11),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낫게
하셨다(요 4:46~54). 가나는 나다나엘의 고향이었
다(요 21:2).

10. 나사렛나사렛에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수태 예고가
있었다(마 1:18~25; 눅 1:26~38; 2:4~5). 애굽에서
돌아온 후 예수는 이 곳에서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
내셨다(마 2:19~23; 눅 2:51~52). 예수께서 자기가
메시야임을 선언하셨으나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당
하셨다(눅 4:14~32).

11. 여리고 예수께서 앞 못보는 자에게 시력을 주셨다
(눅 18:35~43). 그는 또한“세리 가운데 우두머리”
인 삭개오와 함께 식사를 하셨다(눅 19:1~10).

12. 베다바라 침례 요한이 자기는“광야에서 외치는 자
의 소리”라고 증언하였다(요 1:19~28). 요한이 요단
강에서 예수께 침례를 베풀고 예수가 하나님의 어
린 양이라고 증언하였다(요 1:28~34).

13. 유대 광야침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전도하였고(마
3:1~4), 이 곳에서 예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시
험을 받으셨다(마 4:1~11).

14. 엠마오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 중 두 명과
함께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걸으셨다(눅 24: 13~32).

15. 벳바게두 제자가 어린 나귀를 예수께 데려왔고, 예
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그의
승리의 입성을 시작하셨다(마 21:1~11).

16. 베다니 이 곳은 마리아, 마르다와 나사로의 고향이
었다(요 11:1). 마리아는 예수의 말씀을 들었으며,
예수께서는 마르다에게 좋은 편을 택하는 것에 대
해 말씀하셨다(눅 10:38~42). 예수께서 나사로를 죽
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고(요 11:1~44), 마리아는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마 26:6~13; 요 12:1~8).

17. 베들레헴 예수께서 태어나 구유에 뉘어졌고(눅
2:1~7), 천사들이 예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렸으
며(눅 2:8~20), 박사들이 별에 의하여 예수께로 인
도되었고(마 2:1~12), 헤롯이 아이들을 죽였다(마
2: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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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12예수 시대의 예루살렘

1. 골고다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전해져 내려
오는 곳(마 27:33~37).

2. 동산 묘지예수께서 묻히신 곳(요 19:38~42). 부활하
신 예수께서 이 동산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
나셨다(요 20:1~17).

3. 안토니아 요새 예수께서 고소당하시고 정죄받으시
고, 조롱받으시고, 채찍질당하신 곳이 이 곳일 것이
다(요 18:28~19:16). 바울이 체포되어 자기의 개종
이야기를 말하였다(행 21: 31~22:21).

4. 베데스다 못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요
5:2~9).

5. 성전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
을 것을 약속하였다(눅 1:5~25). 구주께서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마 27:51).

6. 솔로몬 행각예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다. 유대인들이 돌로 그를 치려고 하였다
(요 10:22~39).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다음 회개를 전파하였다(행 3:11~26).

7. 미문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다
(행 3:1~10).

8. 성전 성벽 꼭대기예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다
(마 4:5~7). (이 사건이 있었던 곳으로 전해져 내려
오는 곳이 두 곳 있다.)

9. 거룩한 산(장소가 명기되지 않음)

가. 이 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
해 제단을 쌓았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창 22:
9~14).

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다(왕상 6:1~10; 대하
3:1).

다. 주전 587년경 바벨론 군이 성전을 파괴하였다
(왕하 25:8~9).

라. 주전 515년경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축하였다
(스 3:8~10; 5:2; 6:14~16).

마. 주전 17년에 헤롯은 성전 광장을 넓히고 성전을
중건하였다. 예수가 아기로서 바쳐졌다(눅
2:22~39).

바. 12세 때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눅
2:41~50).

사.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셨다(마 21:12~16;
요 2:13~17).

아. 예수께서 여러 차례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마
21:23~23:39; 요 7:14~8:59).

자. 주후 70년에 디도 휘하의 로마군이 성전을 파괴
하였다.

10. 겟세마네 동산예수께서 고통을 겪으시고 배반당하
시고 체포되셨다(마 26:36~46; 눅 22:39~54).

11. 감람 산

가. 예수께서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를 미리 말씀
하셨다. 또한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마

24:3~25:46 또한 조역 마태 참조).

나. 예수께서이곳에서하늘에오르셨다(행1:9~12).

다. 1841년 10월 24일 올슨 하이드 장로가 성지를
유대인의 귀환을 위하여 헌납하였다.

12. 기혼 샘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왕상
1:38~39). 히스기야가 굴을 파서 샘에서 시내로 물
을 끌어오게 하였다(대하 32:30).

13. 수문 에스라가 백성에게 모세의 율법을 읽어 주고
해설하였다(느 8:1~8).

14. 힌놈 계곡어린이를 제물로 바치는 거짓 신 몰렉 예
배가 행하여졌다(왕하 23:10; 대하 28:3).

15. 가야바의 집 예수께서 가야바 앞으로 끌려 오셨다
(마 26:57~68). 베드로가 예수 아는 것을 부인하였
다(마 26:69~75).

16. 다락방예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성찬 의식을
제정하셨다고 전해져 오는 곳(마 26:20~30). 그가
열두 제자의 발을 씻기셨고(요 13:4~17), 그들을 가
르치셨다(요 13:18~17:26).

17. 헤롯의 궁전그리스도께서 헤롯 앞으로 끌려오신 곳
이 아마 이 곳일 것이다(눅 23:7~11).

18. 예루살렘(장소는 명기되지 않음)

가. 멜기세덱이 살렘의 왕으로서 다스렸다(창
14:18).

나. 다윗 왕이 여부스 족에게서 성을 빼앗았다(삼하
5:7; 대상 11:4~7).

다. 주전 587년경에 바벨론 군에 의하여 성이 파괴
되었다(왕하 25:1~11).

라. 오순절에 많은 사람이 성신으로 충만하였다(행
2:1~4).

마.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공회 앞으로 끌려 왔다
(행 4:1~23).

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께 거짓말을 하여 목숨
을 잃었다(행 5:1~10).

사.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었으나 천사가 그들을
감옥에서 구출하였다(행 5:17~20).

아. 사도들이 일곱 사람을 택하여 자기들을 돕게 하
였다(행 6:1~6).

자. 유대인에게 한 스데반의 증언이 배척당하였고
그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였다(행 6:8~7:60).

차. 야고보가 순교하였다(행 12:1~2).

카.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였다(행
12:5~11).

타. 사도들이 할례 문제를 결정하였다(행 15:5~29).

파. 주후 70년에 디도 휘하의 로마군이 성을 파괴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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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
3
차

여
행
로

로
마

여
행
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멜
리
데

(말
다
)

N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지
도
1
3
 열
쇠

지도 13

4 0
 0

3 0
 0

2 0
 0

10
 0

0

1 2 3 4



지도 13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1
.
가
사

빌
립

은
가

사
로

내
려

가
는

도
중

에
에

디
오

피
아

내
시

에
게

그
리

스
도

에
대

하
여

전
도

하
고

침
례

를
베

풀
었

다
(행

8:
26

~3
9)

.

2
.
예
루
살
렘

예
루

살
렘

에
서

일
어

난
사

건
들

에
대

해
서

지
도

12
를

참
조

하
라

.

3
.
욥
바

베
드

로
가

하
나

님
께

서
회

개
의

은
사

를
이

방
인

에
게

도
주

신
다

는
시

현
을

받
았

다
(행

10
; 1

1:
5~

18
). 

베
드

로
가

다
비

다
를

죽
은

자
로

부
터

일
으

켰
다

(행
9:

36
~4

2)
.

4
.
사
마
리
아

빌
립

이
사

마
리

아
에

서
성

역
을

베
풀

었
고

(행
8:

5~
13

), 
후

에
베

드
로

와
요

한
이

이
곳

에
서

가
르

쳤
다

(행
8:

14
~2

5)
. 그

들
이

성
신

의
은

사
를

부
여

한
후

에
마

술
사

시
몬

이
돈

을
주

고
이

은
사

를
사

려
고

하
였

다
(행

8:
9~

24
).

5
.
가
이
사
랴

이
곳

에
서

천
사

가
고

넬
료

라
하

는
백

부
장

에
게

성
역

을
베

푼
후

에
베

드
로

는
그

가
침

례
받

는
것

을
허

락
하

였
다

(행
10

). 
이

곳
에

서
바

울
은

아
그

립
바

앞
에

서
자

신
을

변
호

하
였

다
(행

25
~2

6;
 또

조
역

1:
24

~2
5를

참
조

).

6
.
다
메
섹

예
수

께
서

사
울

에
게

나
타

나
셨

다
(행

9:
1~

7)
. 아

나
니

아
가

사
울

의
시

력
을

회
복

시
킨

후
사

울
은

침
례

를
받

았
고

, 그
의

성
역

을
시

작
하

였
다

(행
9:

10
~2

7)
.

7
.
안
디
옥
(수
리
아
에
있
는
)
이

곳
에

서
처

음
으

로
제

자
들

이
그

리
스

도
인

이
라

불
리

웠
다

(행
11

:26
). 

아
가

보
가

기
근

을
예

언
하

였
다

(행
11

:27
~2

8)
. 할

례
에

관
하

여
큰

논
쟁

이
안

디
옥

에
서

일
어

났
다

(행
14

:26
~2

8; 
15

:1~
9)

. 안
디

옥
에

서
바

울
은

실
라

,
바

나
바

, 바
사

바
라

하
는

유
다

와
함

께
2차

선
교

여
행

을
시

작
하

였
다

(행
15

:22
, 3

0, 
35

).

8
.
다
소

바
울

의
고

향
. 그

의
생

명
을

보
호

하
기

위
하

여
형

제
들

이
바

울
을

그
곳

으
로

보
냈

다
(행

9:
29

~3
0)

.

9
.
구
브
로

박
해

를
받

은
몇

몇
성

도
들

이
이

섬
으

로
피

하
였

다
(행

11
:1

9)
. 바

울
이

1차
선

교
여

행
시

에
구

브
로

를
거

쳐
갔

다
(행

13
:4

~5
). 

후
에

바
나

바
와

마
가

도
거

쳐
갔

다
(행

15
:3

9)
.

1
0
.
바
보

바
울

이
이

곳
에

서
한

마
술

사
를

저
주

하
였

다
(행

13
:6

~1
1)

.

1
1
.
더
베

바
울

과
바

나
바

가
이

도
시

에
서

복
음

을
전

파
하

였
다

(행
14

:6
~7

, 2
0~

21
).

1
2
.
루
스
드
라

바
울

이
한

발
을

쓰
지

못
하

는
사

람
을

고
치

자
그

와
바

나
바

는
신

으
로

환
영

받
았

다
. 바

울
이

돌
에

맞
아

죽
은

줄
로

생
각

되
었

으
나

되
살

아
나

전
도

하
기

를
계

속
하

였
다

(행
14

:6
~2

1)
. 디

모
데

의
고

향
(행

16
:1

~3
).

1
3
.
이
고
니
온

바
울

과
바

나
바

가
그

들
의

1차
선

교
여

행
때

에
이

곳
에

서
가

르
쳤

고
돌

로
쳐

죽
이

려
는

위
협

을
받

았
다

(행
13

:5
1~

14
:7

).

1
4
.
라
오
디
게
아
와
골
로
새

라
오

디
게

아
는

바
울

이
방

문
하

고
편

지
를

받
은

교
회

의
지

부
중

하
나

이
다

(골
4:

16
). 

또
한

계
시

록
에

기
록

된
아

시
아

일
곱

도
시

중
하

나
이

다
(나

머
지

는
에

베
소

, 서
머

나
, 버

가
모

, 두
아

디
라

, 사
데

, 빌
라

델
비

아
이

다
; 계

1:
11

 참
조

). 
골

로
새

는
라

오
디

게
아

동
쪽

으
로

18
 킬

로
미

터
떨

어
져

있
다

. 바
울

이
이

곳
에

살
고

있
는

성
도

들
에

게
편

지
를

썼
다

.

1
5
.
안
디
옥
(비
시
디
아
에
있
는
)
바

울
과

바
나

바
는

그
들

의
1차

선
교

여
행

시
에

그
리

스
도

는
다

윗
의

후
손

중
에

서
나

왔
다

고
유

대
인

에
게

가
르

쳤
다

. 바
울

은
복

음
을

이
스

라
엘

에
게

전
하

고
그

러
고

나
서

이
방

인
에

게
전

하
였

다
. 바

울
과

바
나

바
는

박
해

를
받

고
추

방
당

하
였

다
(행

13
:1

4~
50

).

1
6
.
밀
레
도

바
울

은
그

의
3차

선
교

여
행

시
이

곳
에

서
교

회
의

장
로

들
에

게
“

사
나

운
이

리
”가

양
떼

속
에

들
어

올
것

을
경

고
하

였
다

(행
20

:2
9~

31
).

1
7
.
밧
모

요
한

은
계

시
록

에
실

려
있

는
시

현
을

받
았

을
때

이
섬

의
수

감
자

였
다

(계
1:

9)
.

1
8
.
에
베
소

아
볼

로
가

이
곳

에
서

권
능

을
지

니
고

전
도

하
였

다
(행

18
:2

4~
28

). 
바

울
은

3차
선

교
여

행
시

2년
간

에
베

소
에

서
가

르
쳤

고
많

은
사

람
을

개
종

시
켰

다
(행

19
:1

0,
 1

8)
.

이
곳

에
서

그
는

안
수

로
써

성
신

을
부

여
하

였
고

(행
19

:1
~7

), 
악

귀
를

내
쫓

는
등

많
은

기
적

을
행

하
였

다
(행

19
:8

~2
1)

. 이
곳

에
서

아
데

미
숭

배
자

들
이

바
울

을
대

적
하

여
소

요
를

일
으

켰
다

(행
19

:2
2~

41
). 

계
시

록
의

일
부

는
에

베
소

에
있

는
교

회
에

보
내

진
것

이
다

(계
1:

11
).

1
9
.
드
로
아

바
울

이
2차

선
교

여
행

시
이

곳
에

있
을

때
마

게
도

냐
에

있
는

사
람

이
도

움
을

청
하

는
시

현
을

보
았

다
(행

16
:9

~1
2)

. 3
차

선
교

여
행

시
이

곳
에

있
을

때
유

두
고

를
죽

은
자

로
부

터
일

으
켰

다
(행

20
:6

~1
2)

.

2
0
.
빌
립
보

바
울

, 실
라

, 디
모

데
는

루
디

아
라

이
름

하
는

여
자

를
개

종
시

켰
고

, 
악

귀
를

내
쫓

았
고

, 
매

맞
았

다
(행

16
:1

1~
23

). 
그

들
은

하
나

님
의

도
움

을
받

아
감

옥
에

서
벗

어
났

다
(행

16
:2

3~
26

).

2
1
.
아
덴

바
울

이
2차

선
교

여
행

시
아

덴
으

로
가

다
가

마
르

스
의

언
덕

(아
레

오
바

고
)에

서
“

알
지

못
하

는
신

”에
대

하
여

설
교

하
였

다
(행

17
:2

2~
34

).

2
2
.
고
린
도

바
울

이
2차

선
교

여
행

시
고

린
도

로
가

서
아

굴
라

와
브

리
스

길
라

와
함

께
유

하
였

다
. 그

는
이

곳
에

서
전

도
하

고
많

은
사

람
에

게
침

례
를

베
풀

었
다

(행
18

:1
~1

8)
. 고

린
도

에
서

바
울

은
로

마
사

람
에

게
보

내
는

편
지

를
썼

다
.

2
3
.
데
살
로
니
가

바
울

은
2차

선
교

여
행

시
이

곳
에

서
전

도
하

였
다

. 그
의

선
교

그
룹

은
유

대
인

들
이

그
들

의
안

전
을

위
협

한
후

베
뢰

아
로

떠
났

다
(행

17
:1

~1
0)

.

2
4
.
베
뢰
아

바
울

의
2차

선
교

여
행

시
에

바
울

, 실
라

, 디
모

데
는

귀
인

을
만

나
가

르
쳤

다
. 데

살
로

니
가

에
서

유
대

인
들

이
따

라
와

그
들

을
박

해
했

다
(행

17
:1

0~
13

).

2
5
.
마
게
도
냐

바
울

은
2차

, 3
차

여
행

시
이

곳
에

서
가

르
쳤

다
(행

16
:9~

40
; 1

9:2
1)

. 바
울

은
자

기
와

예
루

살
렘

에
있

는
가

난
한

성
도

에
게

물
질

을
베

푼
마

게
도

냐
의

성
도

들
의

후
한

인
심

을
칭

찬
하

였
다

(롬
15

:26
; 고

후
8:1

~5
; 1

1:9
).

2
6
.
멜
리
데

바
울

이
탔

던
배

가
로

마
로

가
던

중
이

섬
에

파
선

되
었

다
(행

26
:3

2;
 2

7:
1,

 4
1~

44
). 

그
는

독
사

에
게

물
렸

으
나

해
를

입
지

않
았

고
, 멜

리
데

에
서

병
든

자
를

많
이

고
쳤

다
(행

28
:1

~9
).

2
7
.
로
마

바
울

은
이

곳
에

서
2년

동
안

연
금

상
태

에
서

전
도

하
였

다
(행

28
:1

6~
31

). 
그

는
또

한
로

마
에

서
감

옥
에

수
감

되
어

있
는

동
안

에
베

소
인

, 빌
립

보
인

, 골
로

새
인

그
리

고
디

모
데

와
빌

레
몬

에
게

서
한

또
는

편
지

를
썼

다
. 베

드
로

는
주

후
64

년
네

로
의

박
해

직
후

로
마

로
추

정
되

는
“

바
벨

론
”에

서
자

기
의

첫
편

지
를

썼
다

. 베
드

로
와

바
울

이
이

곳
에

서
순

교
하

였
다

고
일

반
적

으
로

믿
어

지
고

있
다

.



킬로미터 (대략)

킬로미터 (대략)

* 지형학적 돋음새김은 표고의 차이를 더욱 분명하게 보이기 위하여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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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다 라

성경 시대의 성지 표고

남북 방향*

동서 방향*

지중해 수위
0 미터

지중해 수면
0 미터

시온 산
774 미터

모리아 산
744 미터

세블라
약 378 미터

유대 구릉 지역
600~900 미터

사해 수면
-397 미터

사해 해저
-817 미터

감람 산
811 미터

그리심 산
868 미터

에발 산
938 미터

길보아 산
502 미터

다볼 산
588 미터

훌레 호수
67 미터

갈릴리 해
－210 미터예루살렘

744 미터

예루살렘
774 미터

여리고
-252 미터

암만(랍바)
1,076 미터

트란스요르단
동부 고원 지대

여리고
-252 미터

사해 수면
-397 미터

헤르몬 산
2,814 미터

지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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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일강과애굽이와 같은 장소에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의 갓난아기를 숨겼다. 바로의 딸이
그를 발견하여 애굽의 궁정에서 양육하였다.

2. 시내(호렙) 산과시내광야명에 의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산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 이 사진은 시내 산의 전통적인 유적지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 1, 2



3. 유대광야와사해구주께서 광야로 가셔서 그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셨다.

4. 가데스바네아가데스바네아로 알려진 이 지역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보낸 40년 중 많은
기간 동안 진을 쳤던 곳일 가능성이 많은 곳이다.

사진 3, 4



5. 족장들의무덤헤브론에 있는 이 건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묘역 위에 건축되었다고 한다.

6. 유대의구릉지역이와 같은 울퉁불퉁한 풍경은 예루살렘의 남부와 동부에 이르기까지 성지의
대부분을 접하고 있다.

사진 5, 6



7. 베들레헴이 도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8. 예루살렘이 도시는 세 종교－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에서 신성시되고 있다.

사진 7, 8



9. 헤롯성전이 모형은 고대 성전을 정확한 축척으로 재현한 것이라 한다.

10. 성전으로가는계단헤롯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계단은 최근에 와서야 고고학자들에
의하여 발굴되었다.

사진 9, 10



11. 감람산과올슨하이드공원1841년에 이 근방에서 올슨 하이드 장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의
귀환을 위해 성지를 헌납하였다.

12. 겟세마네동산이 올리브 고목들은 구주께서 속죄 사업을 시작하실 때 기도하시고 핏방울을
흘리셨던 그 동산에 있던 것들로부터 내려왔을 것이다.

사진 11, 12



13. 골고다잘 알려진 구전에 따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근처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14. 동산묘지현대의 선지자들 몇 분은 이 곳이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안치되었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사진 13, 14



15. 여리고이 곳이 여호수아가 점령한 첫 번째 도시였다(수 6:2~20 참조). 여리고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이다.

16. 실로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이 지역에 세워져 수 세기 동안 그대로 있었다.

사진 15, 16



17. 그리심산과에발산이 두 산은 요셉의 뼈가 묻힌 고대 도시 세겜을 내려다 보고 있다(수
24:32 참조).

18. 사마리아의도단요셉의 형들이 이 비옥한 골짜기로 양 떼를 치려고 왔다가 동생을 미디안
인과 이스마엘 인 상인들에게 팔았다.

사진 17, 18



19. 가이사랴와갈멜산에이르는사론평지바울이 이 도시에서 아그립바 왕에게 전도하였다
(행 26 참조).

20. 욥바이 곳에서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지시하는 시현을 받았다(행 10 참조).

사진 19, 20



21. 이스르엘골짜기아마겟돈 전쟁의 일부로서 모든 민족이 이 곳에 모일 것이다
(슥 11~14; 계 16:13~21 참조).

22. 다볼산높게 솟아 오른 산 정상에 그리스도께서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변형되셨다고 전해져 오는 곳이 있다(마 17:1~9 참조).

사진 21, 22



23. 갈릴리바다와수훈산이 산비탈이 구주께서 산상수훈을 전하셨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마 5~7 참조).

24. 가버나움몇몇 남은 폐허가 구주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도시가 있었던 곳임을 알게 해 주고
있다.

사진 23, 24



25. 요단강이 사진은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나오는 강어귀 근처에서 찍은 것이다.

26. 가이사랴빌립보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점 근처에서 베드로에게 왕국의 열쇠를 약속하셨을
것이다(마 16:19 참조).

사진 25, 26



27. 나사렛예수께서는 이 동네에서 성인으로 자라나셨다.

28. 단한때 이 곳에 자리잡았던 구약 시대의 이 도시는 이스라엘의 최북단 경계였다.

사진 27, 28



29. 아덴이 사진은 파르테논으로, 바울이“알지 못하는 신”에 대하여 설교한 마르스 언덕
가까이에 있다(행 17:15~34 참조).

30. 고린도바울은 이 도시에서 로마인에게 편지를 썼다.

사진 29, 30



31. 에베소이 곳에서 바울은 우상 숭배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여 아데미 여신상을 팔아 생계를
잇는 은 공예가들을 분노하게 하였다(행 19:24~41 참조).

32. 밧모섬이 모든 지역은 계시자 요한이 유배당하였던 지중해 섬의 일부이다(계 1:9 참조).

사진 3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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