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	 2013년	 신학,	 윤리,	 사명	 선언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2013년	 총회는,	 미국	 사회와	 교회가	 결혼의	 성서적	 정의(定
義)와	 가르침을	 거스르며	 혼선을	 빚고	 있는	 현실에서	 산하	 교회들이	 신실한	 복음	 
공동체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본연의	 소명(召命)을	 올바로	 감당
할	 수	 있게끔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신학과	 윤리적	 입장을	 천명하며	 그에	 상응
하는	 복음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신앙	 고백	 
(1)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
으며	 개혁주의	 신앙에	 기초한	 장로교회의	 신앙을	 고백한다.	 
(2)	 따라서	 우리는,	 1983년	 미국장로교회가	 통합되면서	 교회사	 속의	 전통적	 신
앙고백과	 선언들을	 잘	 정리하여	 채택한	 미국장로교	 헌법	 1부인	 “신앙고백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믿고	 따른다.	 

2.	 윤리	 선언	 
(1)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아	 의롭게	 된	 그
리스도인들이	 그	 은혜에	 부합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분의	 백성으로
서	 성경에	 명시된	 거룩한	 삶을	 영위하며(벧전	 1:15-16)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믿는다.	 
(2)	 우리는	 작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행위를	 성경이	 명백하게	 잘못된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믿어(창	 19:1-29,	 레	 18:22,	 20:13,	 롬	 1;18-32,	 고
전	 6:9-11,	 딤전	 1:10)	 그리스도인이	 용납해서는	 안	 되는	 여러	 죄들	 중의	 하나
로	 본다.	 
(3)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한	 몸	 되는	 
연합을	 인용하여(창	 2:22-24)	 말씀하신	 결혼의	 정의(마	 19:5-6)가	 세속	 문화
의	 흐름과	 대중적	 여론을	 초월하는	 신성한	 권위의	 선언이라고	 믿는다.	 
(4)	 따라서	 우리는	 논란이	 되었던	 미국장로교	 헌법	 제	 2부	 G-2.0104b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장로교인을	 직제에	 안수하여	 세우는	 일에	 “성경과	 신앙
고백서의	 지침을	 반드시”	 따르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명백히	 옳지	 않은	 행위로	 
규정한	 것에	 대해	 회개하지도	 않고	 의도적으로	 계속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을	 
정해진	 직분에	 안수하여	 세우지	 않는다.	 
(5)	 우리는,	 동성애	 행위와	 동성	 결혼을	 인권과	 정의의	 이름으로	 옹호하는	 세태
를	 개탄한다.	 동성애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과	 동성	 결혼을	 정당화하는	 일은	 구
별되어야	 하며,	 교회가	 세속법의	 판단과	 규정에	 좌우되어	 성경적	 신앙양심을	 저
버려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6)	 우리는	 동성애	 성향을	 갖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정죄하여	 배제하지	 않
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지하여	 치유와	 회복을	 위한	 돌봄과	 복
음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3.	 사명	 선언	 
(1)	 미국장로교	 한인교회총회	 산하	 모든	 교회는,	 교단	 내에서	 계속되는	 논란에만	 
몰두하여	 현재	 상황에	 함몰되지	 말고	 이런	 때일수록	 더욱	 더	 기도에	 힘쓰면서	 교
회	 본연의	 사명인	 지역	 전도와	 세계	 선교에	 집중하여	 교회의	 변혁과	 부흥에	 힘씀
으로써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주권적	 역사를	 기대한다.	 
(2)	 미국장로교	 한인교회총회는,	 미국장로교회가	 한국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
는	 원동력이었던	 복음적	 선교	 유산이	 풍성한	 교단이었음을	 상기시켜	 이	 아름다운	 
선교의	 전통을	 회복하는	 운동을	 펴	 나간다.	 
(3)	 미국장로교	 한인교회총회는	 글로벌	 디아스포라	 선교와	 부흥	 운동을	 전개하
기	 위해	 전	 세계	 한인교회와	 연대한다.	 
4.	 미래진로위원회가	 권하는	 실천	 사항	 
(1)	 미국장로교	 한인교회총회는	 선교적	 비전	 공동체를	 지향하며	 1천	 교회	 및	 예
배	 공동체,	 10만	 성도,	 3천	 선교사	 파송을	 목표로	 삼아	 매진한다.	 
(2)	 미국장로교	 한인교회총회는	 미국장로교	 내에서,	 선교와	 복음	 운동	 공동체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하고	 그	 소명을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한다.	 
(3)	 미국장로교	 한인교회총회는	 복음전도와	 선교에	 중점을	 두는	 사무총회와	 대
회를	 만들어가도록	 한다.	 (예를	 들어	 매	 2년마다	 ‘아프리카	 선교	 대회’	 ‘중남미	 선
교	 대회’	 ‘북방	 선교	 대회’	 등으로	 총회와	 대회를	 특성화할	 수	 있다).	 
(4)	 미국장로교	 한인교회총회는	 이러한	 새	 비전과	 전략에	 따라	 각	 대회의	 KPC를	 
활성화하며	 더	 나아가	 미국장로교	 총회	 그리고	 기존의	 ‘한인노회’들과	 협의하여	 
한인	 미션	 노회의	 확대와	 결성에	 진력한다.	 
(5)	 각	 지역	 KPC는	 공동	 선교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다수를	 구성하는	 중소형	 교
회가	 그	 상황에	 맞는	 사명중심의	 선교적(missional	 church)로	 발전하는	 길을	 연구	 
모색한다.	 
(6)	 미국장로교	 한인교회총회는	 제	 42회	 멕시코	 캔쿤	 총회를	 기점으로	 선교	 및	 
목회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선교	 훈련원의	 설립을	 시도하도록	 한다.	 
(7)	 미국장로교	 한인교회총회는	 미래	 비전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	 비전과	 
목표를	 미주	 기독교	 언론과	 모든	 지역교회에	 공지한다.	 
(8)	 미국장로교	 한인교회총회는	 2014년	 미국장로교	 디트로이트	 총회가	 첨예한	 
현안	 이슈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연합적인	 기도	 운동을	 비롯해	 긍
정적	 영향을	 미치는	 여러	 방안과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함께	 연대한다.	 
(9)	 지역의	 특수성과	 개별	 신앙	 공동체의	 정황	 때문에	 미국장로교를	 떠나야	 하는	 
지역	 교회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계속	 미국장로교	 한인교회총회와	 교제하고	 연대	 
협력하며	 복음전도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