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의 가치 

 

교회 역사에는 영향력이 있는 비회원이 담대하게 교회를 대변하고 옹호해준 예가 많습니다.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호의적읶 말들을 해줄 수 있고, 가끔은 평판이 좋지 않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진실되고 고결한 증언입니다. 이들에게 시갂을 투자하고 싞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해 호의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 역시, 그들이 몰몬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교회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읶 예는 브리검 영과 초기 성도들의 친구읶 토마스 엘 케읶 대령입니다. 칠십읶 

정원회의 렌스 비 위크먼 장로는 케읶 대령의 헌싞적읶 삶에 대해 폭넓게 연구하고 

기술했습니다. 엔자읶 기사에서 위크먼 장로는 교회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에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 보내주싞 “시온을 위한 척후병” 케읶 대령의 품격과 용기를 칭송했습니다. 

위크먼 장로는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대의적읶 관점에서, 토마스 엘 케읶 대령은 다른 사람들의 대표자였지만 주님께서 우리 시대에 사방 모든 

곳에서 주님의 사업을 진전시키도록 그를 세워 주셨습니다. 이런 붂들은 „척후병‟으로 주님의 대업과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을 돕기 위한 우리의 친구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내며, 친구가 되고, 그들의 영예로운 

업적을 기리도록 합시다.(“토마스 엘 케읶: 시온의 척후병”, Ensign, 2003 년 9 월, 63 쪽) 

다음은 실제로 읷어났던 읷로, 우리 시대에 한 개읶이 교회 사업에 얼마나 중요하고 지속적읶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브라질 

2005 년 개읶 소유지를 폭력으로 점거를 하여 읶수를 잘 하기로 유명한 한 집단이 중부 브라질에 있는 교회 

농장을 읶수했다. 이 집단은 모든 사람들의 소유지를 자싞의 소유라고 주장했고 그 결과 농장의 지배권을 

장악했다. 

이 읶수건에 대해 알게 된 브라질 지역 공보 책임자는 브라질의 대통령 자문과 접촉했다. 공보 책임자는 

대통령 자문을 알고 있었고 그와 좋은 관계를 발전시켜 왔었다. 대통령 자문은 그 집단의 대표에게 이메읷로 

그 농장에서 떠나도록 강력하게 권유했다. 이 만만치 않던 집단은 후에 그곳을 떠났고 문제는 해결되었다. 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공보 책임자가 몰몬 도움의 손길 프로그램(Mormon Helping 

Hands 참조)을 통해 대통령 자문과의 좋은 관계를 수립했기에 가능한 읷이었다. 

http://www.lds.org/pa/display/0,17884,7889-1,00.html
http://www.lds.org/pa/display/0,17884,7889-1,00.html


 

미국 

미국 어느 주요 도시의 공보 평의회 위원들은 그 도시의 읶구 중 대부붂읶 아프리카 계 미국읶들과 더 

효과적읶 관계를 갖는 방법을 모색했다. 평의회 위원들과 싞권 지도자들은 아프리카게 미국읶 가족 역사 

탐구에 대한 교회 자료가 토롞되는 곳에서 오찬 접대를 하라는 영감을 받았다. 이곳에는 대규모의 시내 

집회를 하는 목사도 초대되었다. 이 모임을 통해 그 목사와 싞권 지도자들을 포함한 여러 교회 회원들갂의 

읷련의 긍정적읶 상호 작용과 빠른 우정 관계 수립으로 이어졌고, 가족 역사에 대한 큰 관심 때문에 그의 

교회에 가족 역사 센터를 설립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어느 크리스마스 아침에, 그 목사의 교회가 참담한 화재로 읶해 전소되었다. 공보 평의회는 스테이크 센터 

근처에 있는 공갂을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의견 읷치를 보았다. 가족 역사 비품 및 그 밖의 자료들이 

제공되고, 동시에 그의 교회 가족 역사 센터를 다시 세우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 결과 그 목사는 교회의 

강력한 지지자가 되었고 남 모르게 많은 교회 회원들과 종교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여러 

가지 읷들을 지원했다. 그 목사는 교회의 훌륭한 친구로 남아 있다. 

 

미국 

미국 북서 태평양 지역의 교외에 새로운 집회소가 필요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시의회에서 새로운 집회서 

건립 승읶이 허가되지 않았다. 지방 법원을 통해서 법적읶 절차가 강구했지만, 방법이 없었다. 

공보 원리를 통해서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었다. 그 지역의 후기성도 대변읶이 누구읶지 파악했고 해당 지역 

대표를 찾아내어 연락을 취했다. 비공식적읶 만남이 이루어졌고 반대의 목소리를 듣고 논의를 했다. 이곳에서 

받은 피드백을 기초로 집회소에 관련된 다양한 옵션을 게재한 웹 사이트가 구축되었다. 이 웹 사이트를 통해 

옵션과 질문에 대한 답, 다른 후기 성도 교회의 실례를 볼 수 있었다. 지역 교회 지도자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개읶적으로 만나 그들의 생각을 나눴다. 

그 결과 전에 반대를 했던 사람 중 몇 명은 공청회에서 교회 집회소 건립 계획을 지지하게 되었다. 

대중매체에서는 새롭게 합의되는 모습과 참여자들이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아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조명했다. 시의회에서 다시 투표한 결과, 집회소 건립이 허가 되었고 아름다운 새 집회소가 

세워졌고 지역 사회의 명물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