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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댓구법의 예 

   니파이 후서 4장 28~30절에 나타나는 교차댓구법 

 

A)   깨어나라, 나의 영혼이여! 더 이상 죄 중에 처지지  

       말지어다.  

  B)   기뻐하라, 나의 마음이여, 그리고 내 영혼의 원수 

          에게 더 이상 자리를 내주지 말지어다. 

   C)  내 원수로 인하여 다시는 노하지 말지어다. 

   C') 나의 고난으로 인하여 내 힘을 풀리게 말지어다. 

  B') 기뻐하라, 나의 마음이여, 그리고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A') 주여 내가 주를 영원히 찬양하리이다. 참으로 내 영혼     

      은 나의 하나님이요 내 구원의 반석이신 주 안에서 

      기뻐하리이다 할지어다. 
 



(교차댓구법으로 작성된) 니파이전서의 놀라운 구조 
A)  리하이가 꿈을 꾸고 유대인들에게 경고의 예언을 함 (1장) 

B)  예루살렘 출발 (2장) 

C)  니파이가 놋쇠판을 얻는 훌륭한 위업을 달성하며 형들은 당황하게 
됨 (3-5장) 

D)  놋쇠판, 영적으로 약속된 땅인 천국을 향하여 현세의 광야를 통해 
여행할 때 영적인 인도의 근원이 됨 

E)  이스마엘이 딸들과 함께 일행에 가담함 (7장) 

F)  생명의 나무 (8장) 

G)  리하이가 구세계와 어린양의 오심에 관하여 예언함 (10장) 

H)  니파이와 주님의 영 (11장) 

G') 니파이가 신세계와 어린 양의 오심에 관하여 예언함 (12-14
장) 

F') 생명의 나무가 해석됨 (15장) 

E') 리하이의 아들들이 이스마엘의 딸들과 결혼하며 이스마엘이 죽
음 (16장) 

D') 놋쇠로 된 공, 리아호나, 약속된 땅인 미대륙을 향한 그들의 길에서 
광야를 통해 여행할 때 현세적인 인도의 근원이 됨 

C') 니파이가 배를 만드는 훌륭한 위업을 달성하며 형들은 당황하게 
됨 (17장) 

B') 구세계 출발 (18장) 

A') 니파이가 유대인들에게 경고하며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함 (19-22장) 

 



































몰몬경 합본 총 타이핑 기간 
1. 몰몬경은 전체 239 장 6,600 절, 676 페이

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77일 동안 하루 평균 
세 장, 85 절, 9 페이지 정도 타이핑 

2. 값진 진주는 전체 15 장 622 절, 74 페이지
로 구성되어 있으며, 8일 동안 하루 평균 두 
장, 80 절, 9 페이지 정도 타이핑 

3. 교리와 성약은 전체 138 편, 3,653 절, 361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91일 동안 하루 평
균 한 장 반, 40 절, 4 페이지 정도 타이핑 

4. 2005. 7. 3 ~ 12. 25까지 176일(약 6개월) 
5. 합본 총 10,875구절 하루 평균 62구절 입력 
 
참고) 성경 구약 23,145구절, 신약 7,957구절 



사경[寫經]수행[修行]  
1. 불교 경전(經典)의 내용을 필사(筆寫)하는 일. 
2. 석가의 입멸후 제자들이 모여 결집한 불교 경전

은 처음에는 구송(口誦)으로 전해지다가 문자화
되었는데, 사경은 경전이 문자화된 이후에 시작
된 것이다. 처음에는 경전의 내용을 배우거나 
널리 전파하거나 보존하는 등의 현실적인 목적
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나 뒤에는 그 공덕을 중요
시하게 되었다. 사경을 하는 행위가 신앙심과 
정진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인쇄술의 발달로 경전을 서사한다는 것의 의의
가 다소 감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법처럼 진행되
는 사경 의식은 그 자체가 수행의 한 방법으로 
평가된다.  

























































































































나의 좌우명 
‘나 주 하나님은 그대를 불러 더 훌륭한 

일을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느니라. 너는 너
의 손을 정결히 씻고 내가 너를 불러 시킬 
일에 온전하고 합당하게 임할 수 있도록 준
비하라.’(1987년 5월 20일 일지) 

(교성39:10-11) 일어나 나의 이름을 불
러 침례를 받고 네 죄를 씻으라. … 그리고 
만일 네가 이를 행하면, 나는 더 큰 일을 위
하여 너를 준비시켜 왔느니라. 너는 … 나의 
백성을 회복하도록 내가 내보낸 성약을 전파
할지니라. (1831년 1월 5일 제임스 코빌
에게 주신 계시) 















기억의 책 발간 사유 
2005년 7월 1일자로 우리는 교회의 이

름부터 시작해서 표준 경전 및 각종 역원
의 호칭 변경까지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6월 말경, 제가 지금까지 불러
왔고 또 인용해온, 지도자의 호칭과 경전 
구절 등이 모두 바뀌기 전에, 나의 과거의 
기록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
습니다.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모든 
기록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을 떠올리며 인
쇄를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기록에 대한 간증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향
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받
은 축복을 헤아리는 것이며, 그러한 것들
을 기록하는 것이라는 것을 간증 드립니다. 

자신의 삶을 기록할 때 다른 사람의 삶
의 기록을 읽는 것보다, 몇 배 강한 영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간증 드립니다. 

 





기록 공개에 대한 간증 

저는 이 페이지에 올리는 기록들을 통하
여,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며, 간증을 할 수 있기
를 바랍니다. 

저에게 주신 이러한 간증과 경험들을 전
함으로써, 제가 어떠한 영예나 존귀도 바
라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
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www.dnatree.co.kr 

유전자 나무, 주석 몰몬경 

D.N.A Tree 

수원 스테이크 구승훈 형제 

감사합니다. 

http://www.dnatre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