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의 회복
세 상 에 전하 는 2 0 0 주년 선언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평의회
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에 있는 그분의

우

삶의 목적에 대해 가르쳐 주고 그 목적의 중심이 되는 그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 하

리스도의 교리를 설명해 준다. 몰몬경은 성경과 짝을 이루

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는 경전으로서, 모든 사람은 사랑이 충만하신 하늘 아버

의 신성한 출생과, 비할 데 없는 생애와, 무한한 속죄 희생

지의 아들과 딸이며, 그분께서 우리 삶에 대해 신성한 계

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권능으로 다시

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 사망을 이기고 승리를 얻으셨다. 그분은 우리의 구

고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

주이시고, 우리의 모범이시며, 우리의 구속주이시다.

실을 밝혀 준다.

200년 전 1820년 아름다운 봄날 아침, 어느 교회에 가입해

우리는 1830년 4월 6일에 조직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야 할지 알고자 했던 어린 조셉 스미스는 미국 뉴욕주 북

교회가 신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회복된 것임을

부에 위치한 자신의 집 근처 숲속으로 기도하러 들어갔다.

선언한다. 이 교회는 그 모퉁잇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

그는 자기 영혼의 구원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었고 하나님

전한 생애와, 그분께서 무한한 속죄를 이루고 실제로 부활

께서 자신을 지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

하셨다는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는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

다시 한번 사도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신권 권세를 주셨

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셉에게 나타나셨으며 성경

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분과 그분의 교회로 나아

에 예언된 대로 “만물[의] 회복”을(사도행전 3:21) 시작하셨

와 성신과 구원 의식을 받고 지속되는 기쁨을 얻으라고 권

다는 것을 겸손하게 선언한다. 이 시현을 통해서 그는 신

유하고 계신다.

약 시대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가 초대 사도들이 사망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한 뒤 지상에서 사라졌음을 알게 되었다. 조셉은 그 교회

의해 회복이 시작된 지 200년이 흘렀다. 세계 곳곳에서 수

가 다시 세워지는 데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도

백만 명의 사람들이 고대에 예언되었던 이 일들이 참됨을

알게 되었다.

받아들였다.

우리는 하늘의 사자들이 조셉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약속된 회복이 지속적인 계시를 통해 계속 진행

의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 아버지와 아들의 지시 아래

되고 있음을 기쁘게 선언한다. 하나님께서는 “다 그리스도

지상에 왔음을 분명히 선언한다. 부활한 침례 요한은 죄

안에서 [하나로 모으실]” 것이며(에베소서 1:10) 세상은 결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를 행할 권세를 회복하였다.

코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초대 십이사도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사도 직분과

경건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사도로서 하늘

신권 권세의 열쇠들을 회복하였다. 지상을 방문한 다른

이 열려 있음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알도록

사자들 중에는 엘리야도 있었다. 그는 가족이 죽음을 초

권유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

월하여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결합해 주는 권세를 회

들을 위한 자신의 뜻을 알려 주고 계심을 분명히 선언한

복하였다.

다. 회복의 메시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신앙으

더 나아가서 우리는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

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으로 고대의 기록, 즉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는 자신만의 증거를 얻을 것임을 우리는 증언한다. 그들은

몰몬경을 번역했음을 증언한다. 이 성스러운 기록의 한 부

또한 회복의 목적이 우리의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

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뒤 서반구에 있는 백

스도의 약속된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것이라는

성들에게 친히 성역을 베푸신 기사가 실려 있다. 몰몬경은

증거도 축복으로 얻을 것이다.

본 선언문은 2020년 4월 5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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