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앙개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

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

2 우리는 사람이 아담의 범법으로 인하여가 아니

라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음을 믿는다.

3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

음을 믿는다.

4 우리는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은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둘째 회개, 셋째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 넷째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임을 믿는다.

5 우리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 의식을 집

행하기 위해서는 예언에 의하여 또 권세 있는 자

에 의한 안수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아야 함

을 믿는다.

6 우리는 초대 교회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조직 

즉 사도, 선지자, 감독, 교사, 축복사 등을 믿는다.

7 우리는 방언, 예언, 계시, 시현, 병 고침, 방언의 

통역 등의 은사를 믿는다.

8 우리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한, 성경이 하

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또한 몰몬경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9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

과, 현재 계시하시는 모든 것을 믿으며, 앞으로도 그

분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많은 위대하고도 중대

한 것들을 계시하실 것을 믿는다.

10 우리는 이스라엘이 문자 그대로 집합하고 그 

열 지파가 회복될 것과, 시온(새 예루살렘)이 미 대

륙에 세워질 것과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상에서 다

스리실 것과 땅이 새로워지고 낙원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믿는다.

11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양심의 지시에 따라 전

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특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또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혹은 무

엇이라도 예배할 수 있는 똑같은 특권을 허용한다.

12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복종할 것

과, 법률을 순종하고 존중하며 지지할 것을 믿는다.

13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

인에게의 선행을 믿는다. 진실로 우리는 바울의 훈

계를 따른다 할 수 있으니 - 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

며,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며, 우리는 이미 많은 것

을 견디어 왔으니,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기를 바란

다.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거나 혹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

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

조셉 스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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