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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ise Contents
1. 성경
우리는 완전 영감과 축어적 영감, 그리고 하나님의 훌륭한 영감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 66 권 전부를 믿고,
그것이 사실과 믿음에 관해 한치의 거짓도 없는 원본 문서로 믿음과 행동의 모든 사안에서 유일한 절대
권력임에 복종합니다.
2. 삼위일체
우리는 하나의 고유하며 신성한 본질이라 불리는 진정한 삼위의 하나님이자 영원히 현존하는 실재하여
동일하고 동등한 능력과 영광, 그리고 정확한 신성과 성부, 성자,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이며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보존자를 믿습니다.
3. 성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삼위의 첫 위이심을 믿습니다. 그는 은혜와 순수한 선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보호하십니다.
4. 성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자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이시며, 진정하고 완전한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
되기를 멈추지 않으시며, 하나님을 계시하고 죄 많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함을 이루시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계시고,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 중보의 사역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 재림으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5. 성령
우리는 모든 믿는 자의 마음에 함께 하시는 삼위 일체의 세 번째 위이시며, 복음을 통해 인류를 부르시고,
그의 은사를 깨닫게 하며, 온세계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의 진실한 믿음 아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을 보존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은사의 현시가 구원의 증거로서 요구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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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창조물과 인간의 타락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 장에 나와 있는 대로 엿새 동안 무에서 우주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으나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으며, 죄를 짓고
법과 죽음의 형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뿐 아니라 천사로 알려진 지혜의 영들을 자유의지와 함께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중 어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목적들에 반대하여 하나님께 적극적인 반대를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인류의 적들의 우두머리는 사탄, 루시퍼, 악마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7. 구원
우리는 구원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에 의해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8. 성례
우리는 주님께서 지켜야 하는 두 가지 성례를 교회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9. 영원
우리는 구원 받지 못한 자들의 조건과 징벌 그리고 구원 받은 자들의 구원과 축복이 영원한 것임을
믿습니다. 지옥은 구원 받지 못한 자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곳이며, 천국은 구원 받은 자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입니다.

Pledge
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는 아래의 내용들에 모두 잘 따르고 행할 것을 서합니다:

󠆼 위의 모든 내용들을 읽고 숙지하였습니다.
󠆼 기독교와 관련한 학교의 모든 가르침에 믿고 잘 따르도록 할 것입니다.
󠆼 구약과 신약 관련한 교양과목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잘 배워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앞으로 교회를 정하고 출석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할 것을 서약합니다.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fficial’s Use Only
󠆼 Approved

󠆼 Denied

Official’s Name ________________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_____
Reason/s for Denia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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