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앙 고백 

1. 우리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믿음과 행위의 전반에 유일하게 무 흠하며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신명기 4:2,시편 19:7-9,잠언 30:5-6, 고린도전서 2:13,갈라디아서 1:8-9, 디모데후서 3:15-17, 베드로후서 1:20-21, 
요한계시록 22:18-19 

2.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히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유일신이심을 믿는다: 아버 
지, 아들, 성령 
창세기 1:1-3, 이사야 44:6-8, 마태복음 28:19-20, 요한복음 1:1-4, 사도행전 5:3-4, 고린도후서 13:13 

3. 우리는 무한하시며 인격적인 영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이 거룩함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에 있어서 완전하심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개인 의 일에 자비롭게 관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답하심을 믿으며, 예 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주 심을 믿는다. 

창세기 21:33, 출애굽기 33:14, 사무엘하 24:14, 이사야 40:28, 예레미야 31:3, 예레미야 32:17, 요한복음 4:24, 
로마서 5:8, 로마서 11:33-34, 에베소서 1:19-20, 요한일서 5:14-15, 요한계시록 4:8 

4.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과, 그의 신성, 동정녀 탄생, 그의 무죄한 삶, 
그의 표적들, 그의 흘린 피로 대속하 신 속죄의 죽음을 믿으며, 몸으로 부활하심과 승천하셔서 아버지 오른 편에 계 심,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계속 중보하심, 그리고 능력과 영광 가운데 몸소 재림 하실 것을 믿는다. 

마태복음 24:30, 마가복음 8:38, 누가복음 1:34-35, 요한복음 1:1-2, 14, 18, 요한복음 3:16, 로마서 3:23-26, 로마서 8:34, 
고린도전서 15:3-4, 히브리서 4:15 

5.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위로자이심과, 그가 매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나타내심을 믿으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 심을 믿으며, 구원의 순간에 내주하셔서 신자들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하 시는 분임을 
믿는다. 

요한복음 3:5-8, 요한복음 14:16-17, 요한복음 16:13-14, 사도행전 1:8, 고린도전서 12:13, 에베소서 4:30-32, 에베소서 
5:18 

6.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 에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 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중생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요한복음 3:5-8, 요한복음 5:24, 에베소서 1:6-7, 에베소서 2:8-9, 디도서 3:5, 베드로전서 1:23 

7. 우리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모두 부활함을 믿는다;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원한 멸망의 부활로. 
누가복음 16:19-26, 고린도후서 5:8, 데살로니가후서 1:7-9, 요한계시록 20:11-15 

8.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영적 연합을 믿는다. 

사도행전 2:42-47, 로마서 15:5-6, 고린도전서 12:12-13, 에베소서 4: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