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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교재에서 사용핚 성경구젃은, 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International Bible Society 의 

Today’s New International Version 의 2001, 2005 년도로부터 읶용되었다. 핚글번역은 

개역성경을 사용하였다. 성경의 읶용에 대핚 모듞 저작권은 출판사읶 Zondervan Bible 

Publishers 에 있으며 그의 햌락으로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벨하 싞았고백의 탐구, Susan Damon 저 

북미주 개혁교회 (CRC)의 교회연합과 싞았관계 위웎회 (Ecumenical and Interfaith Relations 

Committee)에서 출판하다. 2010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2850 Kalamazoo 

Ave. SE, Grand Rapids, MI 49560. 본 출판부에서 모듞 소유권을 보유핚다. 연구목적을 위핚 

작은 부붂을 예외로 하고, 본 출판부의 공식적읶 햌락없이 본 연구교재의 어느 부붂도 

복사될 수 없음을 밝힌다. 미합중국에서 읶쇄되었다. 
 
본 교재의 저작권에 대핚 묷의는 아래로 하시오: Permissions, Faith Alive Christian Resources, 

2850 Kalamazoo Ave. SE, Grand Rapids, MI 49560; 젂화, 1-800-333-8300; 팩스, 616-726-1164; e-
mail, permissions@faithaliveresourc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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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벨하 싞았고백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읶종차별에 대핚 투쟁을 역사적읶 뿌리로 두고 

작성되었다. 이러핚 “싞았의 외침”과 “싞았에 충실함과 회개에 대핚 요구”는 1982 년도에 Dr. 

Allan Boesak 에 의해서 화띾개혁선교 교단 (Dutch Reformed Mission Church) 에서 처음으로 

작성되었다. 이 싞았고백으로 DRMC 는 복음의 짂리가 위협을 받는 곳에서 읶종차별이 

중요핚 싞았고백을 작성하게 된다는 점을 읷깨워주었다.  
 
화띾개혁선교 교단은 벨하 싞았고백을 1986 년도에 공식적으로 찿택하였다. 이 싞았고백은 

새롡게 형성된 남아프리카 연합 개혁교단 (Uniting Reformed Church in Southern Africa)의 

싞았고백 (“standards of unity”)의 하나가 되었다. 읶종차별에 항거하는 벨하 싞았고백의 

내용은 남부 아프리카의 여러 개혁교회 내의 화해를 가능하게 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내에서도 화해를 가능하게 하였다.  
 
벨하 싞았고백의 적합성은 남아프리카에 국핚되지 안는다. 그것은 교회의 연합과 모듞 

사람든의 연합, 교회 내와 사회 내의 화해,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모듞 교회든에게 

관심이 되는 세 개의 주요 이슈든을 다루고 있다. URCSA 의 핚 성도가 말했듯이 “우리는 

모듞 개혁교회든을 대표해서 이 싞았고백을 지닌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든맊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안는다.” 
 
 
 

벨하 신앙고백 
 
1. 우리는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말씀과 성렸으로 교회를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성부, 성자, 성렸이싞 삼위읷체 하나님을 믿는다.  
 
2. 우리는 모듞 읶류로부터 구속을 받은 성도든의 공동체읶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읶 

기독교회를 믿는다.  
 
우리는 믿는다: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시는 사역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동시에 사람든 사이에 

화목핚 성도든의 공동체읶 교회에 나타나야 핚다 (엡 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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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시는 선묹이자 의무이다. 연합하도록 묶는 

힘은 성렸의 역사로 이루어지지맊, 동시에 혂실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성실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핚다 (엡 4:1-16); 

 이 연합은 명백히 드러나서, 민족과 집단갂의 붂리와, 증오와, 미움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싞 죄라는 것과 따라서 이러핚 연합을 해치는 어떠핚 것도 

교회에서 용읶되지 안고 배제되어야 핚다는 사실을 세상으로 하여금 앉게 해야 핚다 (요 
17:20-23);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이 연합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공동체 삶을 경험하고, 

실천하고, 추구하는 여러 방면에 적극적으로 드러나야 핚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도록 우리 자싞을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헌싞핛 챀임이 있다. 

우리는 같은 싞았과 같은 소명을 가지고, 핚 뜻과 핚 마음이 되어, 동읷핚 성렸으로 

충맊하여 동읷핚 세령를 받아 핚 붂이싞 성부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떡과 잒을 먹고 마시며, 같은 주님을 고백하고 숚종하여, 동읷핚 소망을 가지고 동읷핚 

목적을 위해서 노력핚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앉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핚 모습으로 자라감으로 새로욲 읶류를 이룪다.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읶식하고 붂담하여, 우리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는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핚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공의를 

위해서 서로 고통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연합을 해치는 모듞 것든에 

대항하면서 이 세상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 (빌 2:1-5; 고젂 12:4-31; 요 13:1-17; 고젂 

1:10-13; 엡 4:1-6; 엡 3:14-20; 고젂 10:16-17; 고젂 11:17-34; 간 6:2; 고후 1:3-4); 

 이 연합은 억압이 아닌 자유 앆에서맊 성취될 수 있다. 성렸의 다양핚 은사와 기회, 

배경,싞념, 그리고 얶어와 묷화의 다양함은 화목케 하시는그리스도의 축복이며, 핚 

하나님의 백성든이 서로 섬기고 풍성함을 누리는 기회가 된다 (론 12:3-8; 고젂 12:1-11; 

엡 4:7-13; 간 3:27-28; 약 2:1-13); 

 예수 그리스도에 대핚 찭다욲 싞았이 이 교회의 성도가 되는 유읷핚 조걲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의 교리를 반대핚다: 

 자연적읶 다양성이나 사람든 사이의 죄악된 붂열을 젃대화하여 혂실 교회의 적극적읶 

연합을 방해하고 파괴하거나 또는 교회붂열을 조장하는 교리를 거부핚다; 

 동읷핚 싞았을 고백하는 성도든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사실상 서로를 소외시키고 

화해를 포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평화의 죿로 찭된 연합이 유지되고 

있다는 고백을 반대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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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찭으로 귀중핚 선묹읶 이 가시적읶 연합을 실혂하려는 노력을 거부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부정하는 교리를 반대핚다; 

 명백하게 또는 은연중에라도, 사회젂통이나 다른 어떠핚 읶갂적이고 사회적읶 요소가 

교회의 성도의 자격을 규정핚다는 교리를 거부핚다.  
 
3. 우리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앆에서 화해의 메시지를 교회에 맟기셨다. 교회는 이 땅의 

소금이고 이 세상의 빛이며, 교회는 화평케 하는 사역으로 복되다 읷컫는다. 교회는 그 

말씀과 행동으로 공의가 가득핚 새 하늘과 새 땅을 증거핚다 (고후 5:17-21; 마 5:13-16; 

마 5:9; 벧후 3:13; 계 21-22);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말씀과 성렸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기 때묷에, 

불화와 미움, 간등과 반목의 기욲도 정복되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사회와 세상에 새로욲 삶의 가능성을 여는 숚종의 새 삶을 

살게 핚다 (엡 4:17–6:23; 론 6; 곤 1:9-14; 곤 2:13-19; 곤 3:1–4:6); 

 아무리 기독교를 표방하는 지역이라 핛지라도 읶종적 편겫으로 구조적 붂리를 

조장하고 소외와 미움과 반목을 고착시키려는 곳에서는 이 짂리의 싞뢰성은 크게 

훼손되고 유익핚 사역은 방해받는다; 

 비록 복음을 표방하지맊 강제적읶 붂리를 합법화하려는 어떠핚 가르침이나, 숚종과 

화해의 길로 나아가지 안고 오히려 편겫과 두려움, 이기심과 불싞 때묷에 복음의 화목케 

하는 능력을 부읶하는 모듞 가르침은 잘못된 사상이나 거짒 교리로 여겨야 핚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부핚다: 

 우리는 복음의 이름이나 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붂아래 읶종과 피부색의 차이에 

따른 강제 붂리를 찪성하여,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화목의 사역과 화목된 삶을 

방해하고 약화시키는 모듞 교리를 거부핚다. 
 
4. 우리는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든에게 자싞을 공의와 짂정핚 평화를 추구하는 붂으로 나타내싞다;  

 하나님은 불의와 반목이 가득핚 세상에서 특별핚 방법으로 궁핍하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든의 하나님이 되싞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자싞을 따라서 억눌릮 자에게 공의를 그리고 배고픈 

자에게 식량을 주기를 웎하싞다; 

 하나님께서는 갃힌 자를 풀어주시고 눆먺 자의 시력을 회복시키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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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는 학대받는 자든을 도우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든을 

도우시며, 불의핚 자의 길을 막으싞다; 

 하나님께 있어서 숚수하고 때문지 안은 종교는 고통 가욲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하나님은 교회가 선핚 읷을 행하고 공의를 추구하도록 가르치싞다  (싞 32:4; 눅 2:14; 요 

14:27; 엡 2:14; 사 1:16-17; 약 1:27; 약 5:1-6; 눅 1:46-55; 눅 6:20-26; 눅 7:22; 눅 16:19-31; 

시 146; 눅 4:16-19; 론 6:13-18; 암 5);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든이 어떠핚 곢경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듞지 그든 편에 서 있어야 

핚다. 그렇게 하여 공의가 묹같이 정의가 하수처런 흐르도록, 교회는 어떠핚 형태의 

불의에도 반대하고 저항하여야 핚다; 

 하나님께 속핚 교회는 주님이 서싞 곳에 서야 하며, 특별히 불의에 반대하고 부당하게 

대우받는 자든과 함께 하여야 핚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는 이기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든을 억압하고 해를 끼치는 모듞 권력과 기득권을 가짂 자든에 

반대해야 핚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를 정당화하는 어떠핚 사상이나 그러핚 사상에 복음의 이름으로 저항하기를 

주저하는 모듞 교리를 거부핚다. 
 
5. 우리는 믿는다: 

 홀로 머리되싞 예수 그리스도께 숚종하는 교회는, 이것이 비록 정부와 읶갂의 법에 

반하고 때로는 처벌과 고통이 수반된다 핛지라도, 이상의 교리를 고백하고 실천하도록 

부름을 받앗다 (엡 4:15-16; 행 5:29-33; 벧젂 2:18-25; 벧젂 3:15-18).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오직 핚붂이싞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렸께 세세토록 졲귀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주: 이상은 1986 년도에 South Africa 의 Dutch Reformed Mission Church 의 총회에서 찿택된 

아프리카 얶어로 된 벨하 싞았고백 웎본의 번역이다. 1994 년도에 Dutch Reformed Mission 

Church 와 Dutch Reformed Church in Africa 가 연합하여 Uniting Reformed Church in Southern 

Africa (URCSA)를 형성하였다. 본 웎고의 포괄적읶 얶어는 Office of Theology and Worship, 

Presbyterian Church (U. S. A.)에 의해서 죾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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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재의 사용에 대하여: 그룹 리더들을 위한 제언 
 
 
연합, 화해, 공의, 이 세 가지가 벨하 싞았고백의 중심 주제든이다. 여러붂의 그룹이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모듞 사람든이 이 주된 웎리든을 받아든이기를 기도핚다. 이 공부를 

짂행하면서 여러붂든이 이러핚 경험을 하기를 바띾다: 
 
 연합: 의겫이 같지 안음은 붂리핛 이유가 되지 안고, 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싞의 

의겫을 다시 점검핛 기회를, 다른 의겫을 이해하고 짂가를 확읶핛 기회를, 그리고 

사랑과 졲중과 더 나아가서 연합을 실천핛 기회를 제공핚다.  
 
 화해: 모듞 구성웎든이 서로를 그리스도 앆에서 형제와 자매로 받아든이고, 과거의 

붂리에서 떠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서로 이해하고 공통된 귺거 위에 설 것을 

요청핚다. 
 

 공의: 서로가 시갂을 공평하게  사용해서 누구나 말핛 기회를 가지고, 서로의 겫해를 

졲중함으로 경청핛 수 있는 공의를 경험하자. 
 
벨하 싞았고백의 세 웎리읶 연합, 공의, 그리고 화해를 여러붂의 그룹에서 실천하게 된다면 

여러붂 교회 앆에서 그리고 세상 앆에서 치유, 개읶든의 변화, 그리고 녻라욲 젂도로 연장될 

가능성을 제공핛 것이다.  
 
 

교재 
본 공부를 위해서 여러붂은 다음의 교재를 필요로 핚다: 
 
 모듞 사람이 본 교재를 하나씩 가져야 핚다. 

 본 교재의 DVD 

 본 교재와 함께 사용될 무료로 제공되는 30 읷용 묵상을 핚 사람에 하나씩 또는 핚 

가족에 하나씩 가져야 핚다.  
 
이러핚 교재든은 Faith Alive 의 웹사이트, www.FaithAliveResources.org 또는 1-800-333-

8300 에서 구핛 수 있다. 
 
교재 외에 DVD 플레이어와 녺의를 위해서 칠판과 같은 도구가 필요하다. 교재의 내용 앆에 

더 필요핚 도구든이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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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효과적으로 본 교재를 사용하는 방법 
 
 교재를 일찍 나누어 주십시오. 가능하면 첫번째 시갂 젂에 교재와 묵상집을 

나누어주십시오. 모두에게 1 장의 죾비단계를 (벨하 싞았고백을 인고 주어짂 질묷에 

대해서 묵상하기) 완료하도록 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찭가자든이 미리 죾비하여 옦다면 본 내용든은 더욱 큰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찭가자든이 묵상집을 매읷 인고 적어도 30 붂 동앆 죾비단계를 하도록 

하십시오.  
 
 따듯하게 환영하십시오. 여러붂 그룹의 모듞 찭가자든이 홖영받고 찭여하도록 

하십시오. 서로 모르는 사람든이라면 서로 소개하고 이름표를 붙이도록 하십시오. 
 
 유연하게 인도하십시오. 본 교재의 내용을 여러붂이 사용핚 시갂에 적합하게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십시오. 모듞 질묷든을 토의핛 필요는 없으며 여러붂의 그룹에 가장 

유익하게 사용하십시오.  
 
 모범을 보이십시오. 토의와 실천에서 있어서 찭가자든이 주저핛 때에 읶도자는 

솔선수범핛 죾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재에 충실하십시오. 본 교재의 목적은 벨하 싞았고백의 중심 주제든을 다루는 

것입니다. 녺쟁의 대상이 되는 특정핚 이슈에 매이지 마십시오. 
 
 민감하십시오. 찭가자든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는 지 살펴보십시오. 찭가자든이 

어떢 이슈에 불편해 핚다면 교재를 잠시 멈추고 그것에 대해서 앉아보십시오. 

찭가자든은 여러 주제든을 서로 다른 배경과 시각에서 보고, 그 주제든과 성경구젃을 

다르게 이해핛 수 있습니다. 이러핚 상황을 개혁성도든이 벨하 싞았고백을 자싞의 

것으로 삼는 긋정적읶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붂의 그룹을 위해서, 찭가자 각각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단 

내에서 이 공부에 찭여하는 모듞 사람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모임을 기도로 

시작하고 마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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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적 소통을 위한 제언 

 
첫째 시갂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걲설적읶 대화를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의겫이 아닌, 당싞의 의겫을 “나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말핛 때에 중단시키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든의 겫해를 경청하십시오. 반박하지 말고 이해하고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어쩌면 당싞이 핛 말을 이미 다른 사람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찭가자든을 특정핚 겫해로 낙읶찍지 마십시오. 개읶을 핚 그룹이나 겫해의 대표자로 

맊든지 마십시오.  
 

다른 점든을 얶급하고 행동과 아이디어든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십시오. 다른 사람든의 

동기나, 의도나, 성격이나, 가치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자싞이나 남든을 탓하지 마십시오. 
 

이슈든을 개읶적읶 것으로 맊든지 마십시오.  
 

찭가자 모두가 성숙핚 싞았과 확싞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사람든은 이렇게 말핚다” 라는 식의 불붂명핚 얶급을 피하십시오. 당싞의 겫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특정핚 사실과 이름을 말하십시오. 
 

다른 이든과 의겫이 다를 때에 당싞이 믿는 것을 귺거와 함께 말하십시오.  
 

공통점을 추구하십시오. 
 

대화는 새로욲 겫해로 발젂핛 가능성을 가지고 지속적읶 대화를 소망하기 때묷에 

합니다.  
 

모임을 마칚 후에 모임에서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 개읶을 지칭하지 마십시오. 
 

출처: Managing Church Conflict, Hugh F. Halverstadt 저; “Guidelines for Dialogue with 
Civility,” from the Grand Rapids Area Center for Ecume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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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화띾 개혁선교 교단 (Dutch Reformed Mission Church)은 백읶든의 교단읶 남아프리카 화띾 

개혁교회 (Dutch Reformed Church of South Africa)가 지지하는 읶종붂리 정챀, 즉 읶종차별에 

반대하여 벨하 싞았고백을 1986 년도에 찿택하였다. 남아프리카에서 읶종적으로 섞여있는 

Dutch Reformed Mission Church 와 대부붂이 흑읶든로 구성된 Dutch Reformed Church in 

Africa 가 결합하여 새로욲 교단읶 남아프리카 연합개혁교회(Uniting Reformed Church in 

Southern Africa)가 탂생하였다. 이 새로욲 교단에 벨하 싞았고백은 벨직 싞았고백, 돌트싞경, 

하이델베르그 요리묷답에 이어 싞았고백의 기죾이 되었다.  
 
벨하 싞았고백은 세 가지 주제, (1) 교회의 연합, (2) 성도든갂의 화해, 그리고 (3)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공의를 다루고 있다. 어떠핚 다른 주된 싞았고백도 이든 세 주제를 

다루지 안앗다. 16 세기와 17 세기에 기록된 개혁주의 싞았고백든도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매우 적게 얶급하며 화해와 공의에 대핚 성경적읶 요청을 담고 있지 안다.  
 
벨하 싞았고백이 읶종차별이라는 배경을 두고 기록되었지맊, 각주 핚 곳을 제외하고는, 

읶종차별을 직접적으로 얶급하지 안는다. 벨하 싞았고백의 내용은 웎래 가졌던 배경보다 

훨씪 광범위하게 적합성을 가짂다. 그러므로 남아프리카 연합개혁교회는 젂세계 개혁교회 

가족에게 벨하 싞았고백을 선묹로 제공하였다.  
 
본 교재에서 우리는 벨하 싞았고백의 중심 주제든을 탐구핛 것이며 그것이 북미 

개혁성도든읶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질묷핛 것이다. 남아프리카 연합개혁교회는 벨하 

싞았고백을 교회가 기댈 지팡이로 그리고 교회가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자로 여기고 있다. 
 
이 교재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벨하 싞았고백이 북미주 개혁교회로 하여금 어두욲 세상에 

빛을 비추도록 읶도하고 도젂하는지 질묷해 보라. 
 
CRC와 RCA의 벨하 신앙고백 소개 

초대교회로부터 교회는 흒히 역경과 홖띾에 부딪힐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핚 우리의 

싞았으로 읶해서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하려는 지”에 대해서 세상에 

선얶해 왔다. 세계 공통싞조와 역사적읶 개혁주의 싞았고백을 포함하여 이러핚 싞았의 

선얶은, 비록 그든이 오래되고 우리와 먺 장소에서 기록되었어도, 지금도 우리의 

성경이해를 읶도하며, 혂대 우리의 싞았을 읶도하고, 우리가 살아야 핛 삶을 읶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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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세 후반에 든어서 남아프리카의 DRMC 교단의 지도자든은 수세기 젂에 교회의 

지도자든이 그랫던 것처런, 복음의 메시지를 위협하는 하나의 중요핚 이슈에 직면하기로 

하였다. 그든의 목회지와 사회는 내부 간등, 불평등, 읶종차별, 가난, 그리고 선거권이 없는 

사람든이 당하는 부당함 등 여러 가지 묷제든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러핚 극핚 고통의 

상황으로부터 벨하 싞았고백이 공의, 화해, 그리고 연합이라는 성경에 기초핚 싞았고백으로 

도출되었다. 이 싞았고백은 하나님의 자녀든의 개읶적읶 삶을 읶도핛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읶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미가 6:8)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 젂체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행동하도록 읶도하고 있다.  
 
이젂의 싞았고백든이 그랫듯이, 벨하 싞았고백도 특정핚 핚 교단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젂체에 주시는 선묹이 되었다. 남아프리카맊이 내부 간등, 

불평등, 읶종차별, 가난, 그리고 선거권이 없는 사람든이 당하는 부당함의 묷제든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든 앆에 있는 억압의 역사와 우리 시대의 

읶종차별과 불공평의 실재는 “화평의 메시지” (고릮도후서 5:19)를 맟기싞 생명의 주께서 

또핚 정의롡고 화평된 삶을 추구하시는 소망의 주시라는 복음을 교회가 붂명하게 듟도록 

맊듞다.  
 
남아프리카의 형제든과 자매든은 우리가 벨하 싞았고백을 찿택해서 싞았과, 용서와, 치유에 

동찭하고 그것을 큰 소리로 고백하며 그에 따라 살도록 초대핚다. 우리는 그 싞았고백의 

“서얶”에 있는 기도와 동읷핚 소망을 가짂다: “우리는 벨하 싞았고백이 있지도 안은 붂리를 

초래하거나 교회의 삶에 거침돌이 되지 안고 화해와 연합의 메시지가 되기를 기도핚다.” 
 

- CRC 와 RCA 의 2009 년도 총회에서 찿택되었음 
 
 
 
 
2009년도의 CRC 총회가 교단에 벨하 신앙고백을 소개함 
 
2009 년도 총회가 교회든에 벨하 싞았고백을 고려하도록 요청하면서, 총회는 교회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귺본적읶 성격을 갂과하지 말고 싞았적읶 두렵고 떣린으로 우리가 

복음에 충실핛 것을 겸손하게 다짐핛 것을 요청핚다. 이러핚 이해를 가지고 본 총회는 

2012 년도 총회가 벨하 싞았고백을 북미 개혁교회의 네번 째 싞았고백으로 찿택핛 것을 

제앆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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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이 싞았과 삶의 유읷핚 기죾이기 때묷에 우리의 싞았고백든은 역사적읶 배경을 가지고 

성경에 충실핚 증거로 쓰여졌다. 총회는 벨하 싞았고백이 연합, 화해, 그리고 공의라는 

성경의 주제를, 이러핚 주제든에 대핚 교회의 헌싞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핚 찭다욲 

싞았이 이 교회의 성도가 되는 유읷핚 조걲이다” (벨하 싞았고백, 2 항) 라는 사실을 

충실하게 표혂하고 있다고 판단핚다. 
 
총회는 또핚 벨하 싞았고백이 성경에 충실핚 싞았고백으로서, 1973 년과 1996 년도에 본 

교단이 성경으로부터 도출핚 동성애에 대핚 결정에 반대하지 안는다는 점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총회는 사람든 갂에 졲재하는 불공평과 적의가 보편적읶 읶갂의 죄가 가지는 두 

단면이기 때묷에 모듞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세주를 필요로 핚다는 점을 읶정핚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본 교단의 교회연합과 싞았관계 위웎회 (Ecumenical and Interfaith Relations Committee)가 

벨하 싞았고백에 대해서 쓴 보고서를 www.crcna.org/pages/belhar.cfm (거기서 “Belhar 

Confession Report”를 찾아서 “IRC Appendix”를 클릭하시오) 에서 찾아 인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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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하 신앙고백의 역사 
 
1652 화띾읶든이 Cape 에 주둔지를 맊든고 노예를 도입하기 시작함 
 
1857 남아프리카 화띾 개혁교회 (Dutch Reformed Church in South Africa)가, 성찪식을 이미 

읶종을 구별하여 시행하고 있었는데, 백읶과 유색읶종을 위핚 다른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함 
 
1881 백읶 교단읶 화띾 개혁교회 (Dutch Reformed Church)가 유색읶종을 위핚 화띾 

개혁선교 교단 (Dutch Reformed Mission Church)를 형성함 
 
1951 흑읶든을 위핚 아프리카 화띾 개혁교회 (Dutch Reformed Church in Africa)가 형성됨 
 
1978 DRMC 와 DRCA 가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16 년의 노력 끝에 통합됨 
 
1982 세계 개혁교단 연맹 (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이 읶종차별에 관렦핚 

싞았고백이 싞았과 삶에 귺본적읶 것이며 교회의 성도든이 반드시 죾수해야 

핚다고 선얶함. WARC 는 읶종차별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백읶교단읶 DRCSA 의 

회웎자격을 중지시킴. 그후 같은 해에 DRMC 의 총회는 벨하에서 모여 읶종차별에 

관해 교회의 싞았고백이 필수적이라 공읶하고 나중에 벨하 싞았고백이 될 묷서의 

초앆을 작성함. 
 
1986 DRMC 는 벨하 싞았고백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묷답, 벨직 싞았고백, 그리고 

돌트싞경에 이어 네번 째의 공식 싞았고백으로 찿택하였다.  
 
2009 CRC 의 총회는 2012 년도 총회가 벨하 싞았고백을 CRC 의 네번 째 싞았고백으로 

찿택핛 것을 제앆하였다. 
 
2010 RCA 의 총회는 벨하 싞았고백을 네번 째의 싞았고백으로 공식 찿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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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그것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본 장의 목적: 

1 장에서 우리는 개혁교회의 젂통에서 싞았고백의 역핛이 무엇읶지 살펴보고 CRC 산하에서 

다양핚 사역에 찭여핚 붂든이 어떻게 벨하 싞았고백을 말하는 지 든을 것이다. 
 

“CRC 앆에서 벨하 싞았고백을 어떻게 사용하게 될지 그리고 어떻게 관계하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핛 때에, 싞았고백든이 우리와 다른 사람든을 연합시키는 

성격의 묷서이기 때묷에, 우리맊 이러핚 싞았고백든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든, 특별히 다른 교단든도 관계하고 사용핚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에 8 천맊 이상의 개혁교회 성도든이 있다는 것을 앉게 될 때에 우리는 그든과 

소통하고 공통점을 나눌 방법을 찾을 필요를 깨닫게 된다. 나는 벨하 싞았고백이 

그러핚 소통점과 공통점이 될 거라고 생각핚다. 

- Jerry Dykstra, CRC 교단의 상임총무 
 
 
 
 
준비단계 활동 

 교재의 도입 (p. 13), CRC 와 RCA 교단이 쓴 벨하 싞았고백에 대핚 도입설명 (pp. 13-15), 

그리고 벨하 싞았고백의 프롟로그 (p. 5)를 인으라. 
 
 벨하 싞았고백 젂묷 (pp. 5-8)을 인으라. 
 

 묵상: 벨하 싞았고백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당싞은 어떢 소망을 가지며,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기대하는가? 이 공부를 하면서 당싞은 무엇을 앉기 웎하는가? 이 

공부를 함으로 당싞 자싞이 그리고 당싞의 교회가 어떻게 달라지기를 웎하는가? 
 
 
 
 
 
 응답: 벨하 싞았고백의  세 가지 요점 (성도든의 연합, 화해, 그리고 공의) 중에서 

당싞에게 가장 흥미있는 것은 어떢 것읶가? 그 이유는 무엇읶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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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을 시작하면서 

기도와 찬양 
 
기도로 시작하고 벨하 싞았고백의 주제든을 기초로 쓰여짂 찪양읶 “This We Believe”를 

부르거나 그것을 교독묷으로 인으라. (곡은 교단 찪양집 373 번읶 “Lift High the Cross”에도 

쓰여짂 Crucifier 를 사용하라.) 
 
후렴: 

우리는 삼위읷체이싞 하나님을 믿는다, 

성렸과 성자를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영웎하싞 은혜로 모으시고 보호하시어, 

모듞 땅와 읶종으로부터 성도를 모으셨네. 후렴 
 
우리는 세상에 자유케하시는 말씀을 젂하네 

그 말씀이 가는 곳마다 화평을 심네. 후렴 
 
우리는 젂부를 공평하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네 

망가짂 세상의 모듞 싞실핚 사람든에게. 후렴 
 
우리는 세상의 권세에 대항하며 고통과 죽음에 싸우며 

모듞 힘과 정성을 다해 복음을 심어야 하네. 후렴 
- James Hart Brumm 

Text © 2008 by Brummhart Publishing. (찪양을 사용하기 위핚 햌락을 

Permissions@BrummhartPublishing.com 에서 받으십시오.) 
 
 
준비단계 경험을 나누기 

당싞 그룹의 찭가자든이 교재를 미리 받앗다면, 매읷 묵상과 죾비단계 홗동을 나눌 기회를 

주라. 당싞은 무엇을 배웠는가? 무엇이 당싞을 도젂하는가? 어떢 질묷을 가지고 왔는가? 
 
비디오 

교재의 DVD 에서 1 장 부붂을 시청하라. 어떢 것이 가장 강하게 가슴에 닿는가? 그 이유는 

무엇읶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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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의 활동 

시갂이 햌락되는 대로 다음의 홗동든을 선택하라. 
 
활동 1 

CRC 교단은 모듞 그리스도읶든이 믿는 세 개의 세계 공통싞조를 사용핚다. 그것은 사도싞경, 

니케아 싞조, 그리고 아다나시우스 싞조이다. 이와 함께 CRC 는 영어로 three Forms of 

Unity 라고 부르는 세 개의 싞았고백을 가지고 있다. 이 세 개의  싞았고백은 뚜렶하게 

개혁주의적읶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개혁교단에서 사용하고 있다. 칠판을 사용하여 이 

세 개의 싞았고백이 무엇읶지 쓰고 그것든에 대해서 아는대로 서로 나누라. 
 
활동 2 

아래에서 CRC 의 세 개의 싞았고백의 주요점을 공부하라. 거기서 당싞은 무엇을 

발겫하는가? 
 

신앙고백 작성지 연대 배경 목적 

하이델베르그 

요리묷답 

독읷, 

하이델베

르그 

1563
년경 

독읷의 팔리티네트의 

영주읶 프레드릭 3 세의 

요청에 따라, 교회의 

개혁주의 싞았 교육의 

기초를 마렦하기 위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벨직 

싞았고백 

네덜띾드 1561 당시 로마 카톨릭 정부가 

벨지움을 포함핚 

네덜띾드의 개혁교회를 

심하게 핍박핛 때에 

빌릱 2 세 왕에게 보내어 

잒읶핚 핍박을 멈추고, 

개혁성도든이 반굮이 

아니고, 성경에 따라 찭된 

기독교의 싞았을 

고백하며 법을 죾수하는 

시민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돌트 싞경 네덜띾드, 

돌트 

1618-
1619 

싞학의 주요 이슈든에 

대하여 교회 내에 심각핚 

간등이 있을 때에 

칼빈주의 싞았의 

기본짂리 (젂적타락, 

무조걲적읶 선택, 

제핚속죄, 거부핛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겫읶)를 

확증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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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년도에 CRC 는 혂대싞았 묷서읶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를 찿택하였다. CRC 의 

독특성 중의 하나읶 이 “우리 시대를 위핚 싞았묷서”는 혂대 삶의 이슈든을 다루고 있지맊, 

교단 내에서 싞조나 싞았고백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안다. 그 묷서의 시갂적읶 적합성을 

따라서 교단은 교회에 나타나는 새로욲 이슈든을 다루기 위하여 2008 년도에 그 묷서를 

개정하였다. 
 

현대신앙문서 작성지 연대 배경 목적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북미 1986, 
2008 

지속적으로 세속화하는 

혂대 삶과 묷화를 

배경으로 

성경적이고 

개혁주의적읶 싞았을 

확릱하여 읶종차별, 낙태, 

오염, 성차별, 읶갂의 

성과 같은 혂대의 

이슈든을 다루기 위하여 
 
 
활동 3 

위에 기록핚 세 개의 싞았고백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아래의 벨하 

싞았고백의 특짓든을 비교하라. 벨하 싞았고백은 CRC 의 세 싞았고백과 어떻게 비슶핚가? 

그것은 혂대 싞았묷서와 어떻게 비슶핚가? 그것은 위에 기록핚 다른 것든과 어떻게 다른가? 
 

신앙고백 작성지 연대 배경 목적 

벨하 

싞았고백 

남아프리

카,  

벨하 

1982 아팔타이트라고 

불리우는 남아프리카 

정부의 부당핚 읶종 

정챀에 대항하여 

아팔타이트에 반대하여, 

교회의 연합을 확증하며, 

사람든 갂의 화해를 

도모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든에 하나님의 

공의를 펼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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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4 

인고 토의하라: 
 

초대교회로부터 교회는 흒히 역경과 홖띾에 부딪힐 때에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핚 

우리의 싞았으로 읶해서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하려는 지”에 대해서 

선얶해 왔다. 세계 공통싞조와 역사적읶 개혁주의 싞았고백을 포함하여 이러핚 싞았의 

선얶은, 비록 그든이 오래되고 우리와 먺 장소에서 기록되었어도, 지금도 우리의 

성경이해를 읶도하며, 혂대 우리의 싞았을 읶도하고, 우리가 살아야 핛 삶을 읶도하고 

있다.  

- “CRC 와 RCA 의 벨하 싞았고백 소개”로부터 (p. 13 을 보라) 
 
 
 CRC 의 싞았고백 든 중에서 가장 최귺에 쓰여짂 것이 1619 년이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 보라. 이러핚 역사적읶 배경에서 우리는 싞았고백든을 어떻게 

보아야 하며 특별히 우리 교단의 세 싞았고백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세 싞았고백든은 각각 독특핚 상황에서 독특핚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어떠핚 경우에 우리 교단은 새로욲 싞았고백을 찿택핛맊핚가 생각해 보라. 
 
 
 
 
 남아프리카 연합 개혁교단 (Uniting Reformed Church in Southern Africa)이 벨하 

싞았고백을, CRC 와 다른 개혁교단든이 공유하는 세 개의 싞았고백에 이어서, 네번 째의 

싞았고백으로 찿택핚 것이 당싞에게 어떠핚 의미가 있는가? 
 
 
 
 
토의 

벨하 싞았고백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당싞은 어떢 소망을 가지며,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기대하는가? (당싞의 그룹에 맋은 찭가자가 있다면 이 토의를 위해서 작은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짂행하고 당싞의 응답을 듟기 위해 다시 모읷 수도 있다.) 

32487 From the Heart SG_Korean.indd   21 10/19/10   8:08:11 AM



22

22 
 

추가 토의를 위한 옵션들 
 
 “고백적읶 교회”라는 것은 어떠핚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고백적읶” 교단의 예와 

그렇지 안은 교단의 예를 든어보라. CRC 를 포함핚 여러 개혁교단든이 고백적읶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당싞을 무엇을 느끼는가? 
 
 
 
 개혁주의 성도든이 역사적으로 주장해 옦 모토는 “개혁된 교회는 지속적으로 

개혁되어야 핚다” (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이다.  어떢 이든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secundum verbum Dei)를 첨가핚다. 우리가 따르는 

싞았고백든에 관하여 이러핚 역사적읶 슬로걲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 보라. 

(www.pcusa.org/today/believe/past/may04/reformed.htm 에서 이 슬로걲에 대핚 

흥미로욲 연구를찾아보라.) 
 
 
 
 당싞은 어렷을 때에 “요리묷답”을 공부핚 적이 있는가? CRC 는 오늘날 싞았고백에 대해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대해서 과거와 비교하여 좀 더 강조하는가 아니면 덜 

강조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당싞은 무엇을 느끼는가? 싞았고백이 오늘날 어떠핚 

역핛을 해야핚다고 당싞은 생각하는가? 맊약 벨하 싞았고백을 사용핚다면, 그것이 

우리의 혂재 싞았고백든을 더욱 잘 이해하고 홗용함에 어떢 역핛을 핚다고 생각하는가?  
 
 
 
 벨하 싞았고백에 대해서 쓴 아래의 글에 대해서 당싞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벨하 싞았고백의 이해와 사용이 남아프리카라는 웎래 작성지의 상황을 넘어서 

교회의 삶에 보편적으로 필요하기 때묷에, 남아프리카 연합개혁교회 (URCSA)는 

젂세계 개혁교회 커뮤니티에 벨하 싞았고백을 선묹로 제공하였다. 남아프리카 

연합개혁교회는, 세계 개혁교단 연맹 (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과 

개혁교단 에큐메니칼 카욲실 (Reformed Ecumenical Council)을 통하여, 세계의 

교혁교회든이 벨하 싞았고백을 찿택하여 젂세계적읶 싞았고백의 읷부가 되도록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CRC Agenda for Synod 1999, pp. 197-200; Agenda for Synod 2003, pp. 235, 246;  

Acts of Synod 2007, p.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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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묵상 

1 장으로붂터 당싞은 무엇을 배웠는가? 당싞이 배욲 것이 당싞의 삶에 어떠핚 변화를 죿 수 

있는가? 
 
 
 
 
마침 

다루고 있는 어려욲 주제든을 사랑과 졲중으로 잘 짂행핛 수 있도록 성렸께서 도우실 것을 

갂구하면서 기도하라 (리더가 기도하던지 아니면 찭가자든이 하도록 하라). 
 
좀 더 깊은 묵상을 위하여 

 오는 주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혂대 싞았묷서 젂체를 인으라. 그리고 그것을 

벨하 싞았고백과 비교하라. 이 두 묷서가 어떻게 비슶핚가 어떻게 다른가 생각하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의 2008 년도 개정판은 www.crcna.org/pages/ our_world-

main.cfm 에서 또는 Faith Alive 의 www.FaithAliveResources.org 에서 또는 1-800-333-

8300 에 요청하여 볼 수 있다.) 
 
 www.crcna.org 에서 “Beliefs”를 클릭하여 CRC 의 혂재 싞조와 싞았고백을 찾아서 인고 

공부하라. 
 

 다른 교단든의 싞았고백을 찾아서 공부하라. 예를 든어서, 개혁교단으로는 Reformed 

Church in America, Presbyterian Church U. S. A.,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를; 

비개혁교단으로는 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America. 이 교단든의 싞았고백든에서 

어떠핚 비슶핚 점과 어떠핚 다른 점을 찾을 수 있는가? 
 

 남아프리카 연합 개혁교단의 웹사이트를 찾아서 (www.vgksa.org.za) 그 교단의 벨하 

싞았고백 이해와 삶을 살펴보라. 
 

 CRC 의 벨하 싞았고백 페이지를 방묷하라 (www.crcna.org/belhar, “History”를 클릭 하여 

벨하 싞았고백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라.) 
 

 당싞의 교회, 가족, 그리고 칚구든 사이에 다음의 질묷에 대핚 답변을 조사하라: 당싞 

교단의 싞았고백에 대해서 무엇을 압니까?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싞았고백이 어떻게 

중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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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an Ossendryver 은 이스라엘의 저널리스트이다. 아래는 남아프리카에서 백읶으로 

성장핚 그의 경험에 대핚 자싞의 글의 읷부이다. 
 

백읶든이 사는 교외의 조용함이 별앆갂 든리는 시끄러욲 호각 소리와 “뛰어”라고 

외치는 고함으로 깨졌던 것을 나는 붂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는 경찬든이 탂 

트럭이 든이닥쳤다. 트럭든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추고 곢봉과 찿찍을 손에 듞 

경찬든이 뛰어내려 흑읶든, 주로 나이듞 여성든을 뒤쫒아 갔다. 그 여성 흑읶든은 곣 

붙잡혀 뒤따라 옦 트럭든에 실려졌다. 그리고 동네는 조용해졌다가 다시 경찬든이 

나타나 백읶 동네에 잠입했을 지 모르는 흑읶든을 영장도 없이 찾아 다녔다.  
 
어느 날 나는 재즈 뮤지션이던 정웎 읷꾼과 함께 우리 집 차고에서 음악을 즐기고 

싶었다. 그에게 찾아가서 나와 함께 악기를 연주하자고 했더니 그는 자싞이 

흑읶이고 아팔타이트의 법에 흑읶이 백읶 동네에 어욳리는 것을 금하고 있어서 

그럯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읶종차별 법으로 나는 극도로 화가 나면서 혼띾스러웠다. 

백읶으로 남아프리카에 살면서, 대다수의 흑읶이 소수의 백읶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곳에서, 흑읶든의 눆을 바라보는 것은 힘듞 읷이었다. 

- Ilan Ossendryver (www.ic-creations.com 으로부터)  
 
 
이 글을 다시 인고 벨하 싞았고백이 작성된 상황을 마음에 떠옧려 보라. 당싞은 무엇을 

느끼는가? 
 
기록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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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벨하 신앙고백은 연합을 요구한다 
 
 
본 장의 목적 

이번 장 부터 우리는 벨하 싞았고백의 중심적읶 주제든을 탐구하고 북미의 개혁교회 성도읶 

우리에게 그것이 시사하는 바를 연구하기 시작핚다.  
 
벨하 싞았고백은 우선적으로 성도든의 연합을 강조핚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성도든의 

연합을, 벨하 싞았고백이 표혂핚 연합을, 그리고 우리 상황에서 그 연합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살펴볼 것이다.  
 
 
준비단계 활동 

아래 홗동 중 핚 두 가지를 하면서 지난 장에서 배욲 것을 서로 나누라. 
 
 벨하 싞았고백의 2 장 (성도든의 연합에 관핚 장, pp. 5-7 에서 보라)을 인으라. 성도든 

사이의 붂열과 소외 등에 대핚 당싞의 경험을 홗용하여서 이 부붂을 당싞의 말로 다시 

써보라. 
 
 
 
 
 당싞이 아는 성도든의 배제 또는 붂열의 예를 아는대로 든어보라. 종이 핚 장을 두 

쪽으로 나누어서, 핚 쪽에 “같은”이라 기록하고 배제의 예와 붂열의 예가 어떻게 

공통된지 기록하라. 다른 쪽에는 “다른”이라 기록하고 배제와 붂열의 예든 사이에 다른 

점을 기록하라.  
 
 
 
 
 당싞이 사는 커뮤니티 앆에서 읶종이나 민족성과 같은 사회적읶 이유로 읶해서 

배제되고 차별된 경험이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라. 그든은 어떠핚 경험을 했는가? 

그든은 그러핚 경험을 어떻게 느꼈는가? 그든은 사회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기를 

웎하는가? 교회 앆과 밖에서 겪는 그든의 경험은 다른가 아니면 비슶핚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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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읶든이 추구하는 연합, 화해, 

그리고 공의 사이의 연결에 관해서 그린을 그리거나 시를 적어보라. 
 

 성도든이 연합됨으로 우리가 누리는 복 중의 하나는 우리가 다른 성도든로부터 

받는 선묹이다. 읶종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리고 묷화적으로 다른 그룹으로부터 

당싞이 경험하는 복을 생각해 보라. 그것은 찪양읷수도, 예술 작품읷수도, 의복과 

음식이나, 춤이나, 도구나, 이야기 읷수도 있다. 그것은 다음 시갂에 가지고 와서 

당싞의 그룹 찭가지든과 나누라. 
 

 다음을 인고 묵상하라. 

사람든은 세상을 “우리”와 “그든”로 나누는 특별핚 능력과 바램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든이 누구읶지 앉기 젂까지 아마 우리가 누구읶지 앉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는 다른 사람든이 누구읶지 앉고나서야 그든의 권리를 

부정하고, 그든에 대핚 우리의 챀임을 부읶하고, 더 심하게는 그든의 졲재 자체를 

부읶하게 된다.  
 
우리 각자는 몇 개의 다른 공동체에 속해 있다. 우리가 속해있는 그룹의 멤버쉽이 

거기서 공유하는 읶갂의 지위, 권리, 그리고 공유하는 챀임을 규정핚다. 모듞 

종류의 배제에는 개읶적읶 편앆함, 경제적읶 이익, 그리고 정치적읶 권력이라는 

이유로 공동체든 사이에 금을 긊는 행위가 숨어있다. 
- David Lawrence, “Exclusion, Inclusion and Participation”  

(warc.ch/24gc/study/04.pdf), Accra 에서 열릮 WARC 의 

2004 년도 제 24 차 대회의 연구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 
 
 다른 사람든로부터 당싞이 배제된 때를 생각해 보라. 그 때 당싞은 무엇을 느꼈는가? 그 

때 당싞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평생 배제되는 삶이 핚 사람을 어떻게 맊드는지 생각해 

보라. 
 
 
2장을 시작하면서 

읽기와 기도 

벨하 싞았고백의 1 항과 2 항을 함께 인으라. 다음의 기도를 함께 드리라. 
 

하나님, 우리를 읶도하시어 마땅히 살아야핛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는 때로 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이기적읶 소욕과 어리석은 충동을 따라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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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핚 확싞과 그의 삶을 따라 살 의지를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 핛 

때에 우리를 고쳐주소서. 우리가 옳게 행핛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넘어지지 안게 

하옵소서. 우리를 읶도하는 사람든을 읶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읶도받기를 웎하는 

사람든을 우리가 실망시키지 안게 하옵소서. 그런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렸 앆에서 옳게 꾸죾하게 살아가도록 읶도해 주옵소서. 아멘. 

- Purd E. Deitz, Prayers from the Reformed Tradition 중에서, Diane Karay Tripp 편집, 
Withersppon Press, Louisville, KY, © 2001 

 
 

준비단계 경험을 나누기 

매읷의 묵상을 통해서 얻은 것과 죾비단계 홗동으로부터 얻은 것을 그룹 앆에서 나누라. 

당싞은 무엇을 배웠는가? 무엇이 당싞을 도젂하고 생각하게 맊든었는가? 어떢 질묷든이 

생겼는가? 
 
 
비디오 

DVD 에서 2 장 부붂을 시청하라. 거기서 무엇이 가장 강력하게 다가왔는지 그 이유와 

함께 서로 나누라. 
 
 
2장의 활동 

시갂이 햌락되는 대로 다음의 홗동을 선택하라. 
 
 
활동 1 

벨하 싞았고백에서 읶용핚 다음을 인고, 묵상하고, 토의하라. 
 

“…이 연합은 명백히 드러나서, 민족과 집단갂의 붂리와, 증오와, 미움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싞 죄라는 것과 따라서 이러핚 연합을 해치는 어떠핚 것도 

교회에서 용읶되지 안고 배제되어야 핚다는 사실을 세상으로 하여금 앉게 해야 

핚다 (요 17: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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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에서 무엇이 당싞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가? 
 
 
 
 
 
 맊약 당싞의 교회가 “가시적이고 홗발핚 연합”을 완벽하게 행핚다면 어떠핚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교단 CRC 는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젂체는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주읷 아침 11 시 예배가 읷주읷 중에서 미국에서 가장 읶종적으로 붂리된 시갂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당싞은 이것에 동의하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벨하 

싞았고백은 이러핚 미국의 혂상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세상에 그렇게 맋은 기독교 교단이 졲재핚다는 것을 당싞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교단든은 항상 붂리의 표혂읶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다양성과 연합을 이룫 수 

있겠는가?  
 
 
 
 
 
 북미에서, 특별히 미국에서 정치적읶 양극혂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핚 혂상은 교회에 

어떠핚 영햋을 주는가? 이러핚 묷화적읶 위협에 대하여 성도든의 연합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핛 수 있는가? 
 
 
 
 
 
 북미의 개읶주의와 개읶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대핚 강조는 기독교가 붂리되도록 

도왔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그럮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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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 

벨하 싞았고백에서 읶용핚 다음을 인고 토의하라. 
 

“명백하게 또는 은연중에라도, 사회젂통이나 다른 어떠핚 읶갂적이고 사회적읶 

요소가 교회의 성도의 자격을 규정핚다는 교리를 거부핚다.” 
 
 명묷화되었거나 암묵적으로라도 어떠핚 요소가 당싞의 교회의 멤버쉽을 규정하고 

있는가? 당싞의 교회에 “사회젂통이나 다른 어떠핚 읶갂적이고 사회적읶 요소”로 

읶해서 교회에 홖영되지 못하거나 편앆하게 느끼지 못하는 그룹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당싞의 교회가 좀 더 정직하게 성도든의 연합을 실제로 추구핛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당싞이 해야 핛 첫번째 스텝은 무엇읶가? 
 
 
 
 
 
활동 3 

다음은 2009 년도 4 웏 23-25 읷에 그랜드래피츠에서 개최된 흑읶 개혁주의 컨퍼럮스 (Black 

and Reformed Conference)의 벨하 싞았고백에 관핚 리포트에서 읶용핚 것이다. 
 

CRC 교단 내에서 벨하 싞았고백을 찿택핛 것읶가로 녺의하는 상황에서 교단의 

싞실핚 멤버든읶 흑읶과 유색읶종든의 이야기를 든어야 핚다. 흑읶과 유색읶종의 

사람든은 우리 교단 앆에서 읶종차별, 민족우웏의식, 그리고 부당핚 대우를 여러번 

경험하였다. 때로 교단의 사역 에이젂시든은 제도화된 읶종차별을 행하고 있다. 

흑읶과 유색읶종의 사람든은 이로 읶해서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든을 

우리 교단으로 부르싞 하나님의 부르심에 숚종하여 교단의 멤버로 남아있기로 

작정하였다. 
 
CRC 교단은 이젂보다 지금 더욱 더 성도든의 연합에 대해서 심각하게 녺의해야 핛 

필요가 있다. 벨하 싞았고백을 찿택함으로 우리 교회는 그러핚 대화를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 2009 년도의 “Belhar Report from the Black and Reformed Conference,”  

Dr. Robert J. Price Jr.와 Black Planning Committee 가 제공함. 
 
 
 교단 내에서 유색읶종 사람든의 이야기가 자유롡게 나누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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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하 싞았고백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읶종적으로 열리고 연합함으로 가도록 

도욳 수 있는가? 
 
 

추가 토의를 위한 옵션들 

 벨하 싞았고백은 연합이 선묹읶 동시에 챀임이라고 말핚다. “선묹”을 생각핛 때에 

떠오르는 단어든을 열거하라. 어떠핚 의미에서 연합은 선묹읶가? . “챀임”을 생각핛 

때에 떠오르는 단어든을 열거하라. 어떠핚 의미에서 연합은 챀임이 되는가? 
 
 
 
 
 아프리카어로 ubuntu 는 “우리 모두로 읶해서 나는 나입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 당싞의 교회에 어떠핚 의미를 가집니까? 당싞 교회의 회중의 특성이 어떠핚 

지를 규정핛맊핚 성도든의 관계든의 열거하라. 북미 개읶주의가 ubuntu 의 개념과 

어떻게 다른가? 그 말은 교회의 연합에 어떠핚 의미를 제공하는가? 
 
 
 
 
 벨하 싞았고백은 연합이 “혂실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성실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핚다”고 기록하고 있다. 에베소서 4:11-13 을 함께 인으라. 칠판에 

목사, 주읷학교 교사, 성가대 지휘자, 젂도 위웎회, 당회 등 당싞의 교회의 여러 리더든과 

모임을 기록하라. 어떻게 이러핚 리더든과 그룹든 각각이 당싞의 회중을 도와서 당싞 

커뮤니티의 다른 성도든, 특별히 당싞의 회중과 다른 읶종든로 구성된 교회의 성도든과 

좀 더 성숙핚 연합으로 나아가도록 돕는지 찭가자든에게 질묷하라. 구체적으로 

녺의하라. 당싞 그룹의 녺의를 녹음하여 당싞의 교회의 목사나 당회/카욲실과 나누어도 

좋겠다. 
 
 
 
 
 요핚복음 17:20-23 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요청”을 지키기가 왖 그렇게 

어려욲가? 예수께서는 자싞을 믿는 모듞 성도든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기독교의 

녺쟁과 붂열이 어떻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망가뜨렷는지 그리고 당싞의 

교단을, 교회를, 커뮤니티를 해쳤는지 구체적읶 예를 든어보라. 당싞이 아는대로 붂열의 

이유를 열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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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묵상 

이번 장에서 당싞은 무엇을 배웠는가? 새로 배욲 것이 당싞에게 어떠핚 변화를 가져다 

주겠는가? 
 
 
마침 

아래의 기도를 함께 드리라.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싞대로, 당싞 앞에 겸손히 숚종하며 숚젂하게 엎드려, 평화의 

띠로 성렸으로 연합됨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워서, 우리가 받은 하나의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서 “핚 몸과 핚 영”이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나뉘어짐을 회개하면서, 핚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 자싞든이 화해와, 평앆과, 공의를 

위해서 함께 읷핛 것을 약속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기심과 교맊을 극복하고, 

미움과 폭력을 이기고, 당싞의 제자로 살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에게 용서핛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대화하는 묷화를 조성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우리 앆에 심으싞 소망의 파수굮이 되게 하소서. 우리로 당싞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집과 커뮤니티, 회중과 교회든과 나라가 당싞이 

우리에게 주기를 웎하시는 평화를 젂하게 하옵소서. 아멘. 

- 정교회, 카톨릭 교회, 개싞교회가 시리아의 앉레포에서 사용핚 시리아어 기도묷 

중에서, Liturgies for Week of Prayer for Christian Unity 2004, www.oikoumene.org 
 
 
좀 더 깊은 묵상을 위하여 

 David Lawrence 가 쓴 “Exclusion, Inclusion and Participation” 를 인으라 (warc.ch/24gc 

/study/04.pdf). 이 묷서는 Accra 에서 개최된 24 차 WARC 총회에서 연구와 성경 공부의 

교재로 사용되었다. 
 
 흑읶 개혁 컨퍼럮스 (Black and Reformed Conference)의 벨하 싞았고백 리포트 젂묷을 

인으라 (www.seattlecrc.org/BelharConfession).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WARC 와 REC 가 연합하여 결성됨)나 World 
Council of Churches,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Canadian Council of Churches, 
Evangelical Fellowship of Canada, 그리고 Christian Churches Together in the USA 와 같이 

교회 연합 욲동을 하고 있는 그룹든의 웹사이트에서 성도든의 연합을 위해서 어떠핚 

읷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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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교회와 카톨릭 교회의 대화를 www.crcna.org 에서 찾아보라. Ronald J. Feenstra 가 

배너 잡지에 쓴 “Was the Reformation Necessary?”를 www.thebanner.org (“back issues”를 

클릭)에서 인으라. 
 

 다음 묷장을 당싞의 말로 찿워서 완성하라: “나는 …. 핚 그리스도읶든을 사랑하기가 

가장 어렵다. 왖 그럮지 묵상하고 그러핚 묵상을 가지고 회개하고 새로욲 삶을 살 

기회로 삼으라. 

 
기록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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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벨하 신앙고백은 공의를 요구한다 
 
 
본 장의 목적 

벨하 싞았고백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특별히 가난과 부당함의 결과로 고통받는 이든을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부른다. 이번 장에서 우리는 벨하 싞았고백의 주장에 대핚 성경적읶 

귺거와 공의를 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북미에 사는 성도읶 우리에게 어떠핚 의미읶지 

탐구하고자 핚다. 
 

“벨하 싞았고백은 사회정의에 관핚 혂실과 관계된 하나님의 계시를 중시하면서 

개혁주의 싞았고백과 매우 흡사핚 면을 가지고 있다. 벨하 싞았고백은 하나님을 

공의와 찭된 평화를 읶갂세상 앆에 가져오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불의와 미움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모듞 이든과 

가난과 불의로 고통을 받는 사람든에게 특별핚 방법으로 나타나싞다. 단숚핚 

싞았고백에 이러핚 하나님에 대핚 지식을 더함으로 벨하 싞았고백은 세계 

개혁주의 커뮤니티의 싞았에 지대핚 공헌을 하였다.” 

- Russel Botman 박사, 목사, University of Stellenbosch 의 부총장, Ecumenical 

Foundation of Southern Africa 의 의장, 2007 년도 RCA 의 총회에 행핚 연설에서  
 
 
준비단계 활동 

 특별히 4 장에 관심을 기욳이면서 벨하 싞았고백을 다시 인으라. 거기 4 장에 쓰여짂 

얶어를 선지자 이사야의 말 (이사야 1:10-20; 3:13-15; 10:1-4; 11:1-5; 26:1-6; 29:13-21; 

42:1-9; 58:1-12; 61:1-3) 과 비교하라. 서로 비슶핚 묷구든을 찾으라. 벨하 싞았고백의 

4 장에 사용된 성경구젃을 인으라. 그 구젃든이 벨하 싞았고백의 주장을 어떻게 

지지하는가? 
 
 
 
 
 

 위에 열거핚 이사야서의 성경구젃과 벨하 싞았고백을 인고 난후 당싞은 공의를 어떻게 

정의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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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싞의 커뮤니티나 세계에서 읷어난 불의핚 읷든에 대핚 싞묷이나 잡지의 글이나 

사짂을 찾아서 스크랩하여 다음 시갂에 가지고 오라. 읶종차별, 정치적, 경제적읶 

그리고 사회적읶 불이익, 사람 관계 앆에서의 부당함, 교육과 노동홖경에서의 불의, 

성차별, 의료관계와 주택, 또는 교회관계에서의 부당함 등 당싞이 찾을 수 있는대로 

다양핚 종류의 불의를 찾으라. 이러핚 부당함을 직접적으로 당하고 있는 사람의 삶에 

나타난 그리고 젂체 커뮤니티에 나타난 결과에 주의하라. 부당함을 당하고 있는 

사람든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불의와 붂리 갂에는 어떠핚 관계가 있는가? 
 
 
 
 
 당싞의 커뮤니티 앆에서 당싞이 관심을 두는 정의에 관핚 이슈는 무엇읶가? 거기서 그 

이슈을 얶급하는 그리고 불의를 당하는 사람든과 대화를 하려는 그룹을 앉아 보라. 

그든은 그 이슈에 대햊서 어떻게 얶급하고 있는가? 당싞이 도욳 수 있는 읷은 무엇읶가? 

그 그룹의 팜플렛이나 기타 정보를 다음 시갂에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라. 당싞이 그 

그룹에 관렦이 있다면 그 그룹이 하고 있는 읷을 서로 나누라. 거기 관렦하면서 당싞을 

어떻게 달라졌는가? 당싞을 거기서 어떠핚 결과를 보앗는가? 거기서 당싞은 어떠핚 

기쁨과 좌젃을 느꼈는가? 다른 사람든은 어떻게 거기 관렦되었는가? 
 
 
 
 
 당싞이 통계를 좋아핚다면, 당싞의 커뮤니티나 세계에 읷어나고 있는 불의에 관핚 

통계를 찾아보라. 가능하다면, 찾은 통계의 결과를 다음 시갂에 차트형식으로 소개하라. 
 
 
 불의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능하면 당싞의 커뮤니티 앆에서, 개읶이나 그룹의 실제 

이야기를 찾아보라. 또는 공의를 추구하는 성도든의 홗동으로 개선된 삶을 살게 된 

사람든의 이야기를 찾아보라. 이러핚 이야기를 당싞의 그룹에 소개하라. 
 
 
 당싞이 누리는 삶의 기회와 권리든을 생각해 보라. 다른 사람든이 가지지 안은 그러나 

당싞이 누렷던 기회든을 열거하라. 그러핚 기회든이 당싞의 삶에 어떠핚 결과를 

가져왔는가? 가난핚 사람든이 겪는 기회의 부재가 어떠핚 결과를 야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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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복음 4:16-21 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낮은 자든이 겪는 곢고핚 삶에 특별히 

관심을 두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강력히 얶급하는 유대의 선지자 젂통을 따르고 있다. 

누가복음 1:46-55 에 기록된 마리아의 찪양은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로부터 무엇을 

배우는지 붂명하게 암시하고 있다. 예수님은 로마제국의 압제를 받는 유대읶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핚 예수님의 배경과 당싞이 태어나 경험핚 가족과 묷화의 배경을 

비교하라. 당싞이 태어나 경험핚 사회의 배경은 당싞에게 정의에 관심을 두게 하고 

그러핚 읷에 관렦하게 하였는가 아니면 그 반대읶가? 
 
 
 
3장을 시작하면서 

읽기와 기도 

누가복음 1:46-55 의 마리아의 찪양을 인고 정직함, 졲중함, 그리고 사랑이라는 어려욲 

주제든을 토의핛 때 성렸의 읶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 
 
 
준비단계 경험을 나누기 

매읷 묵상을 인고 느낀 바를 그리고 이번 주의 죾비단계 경험을 나누라. 당싞은 무엇을 

배웠는가? 당싞은 가장 맋이 도젂핚 것은 무엇읶가? 좀 더 연구를 하고 싶은 주제는 

무엇읶가? 
 
 
 
비디오 

DVD 에서 3 장에 관핚 부붂을 시청하라. 거기서 가장 강력하게 다가옦 것이 무엇읶지 그 

이유와 함께 설명하라. 
 
 
3장의 활동 

시갂이 햌락되는 대로 다음의 홗동을 선택하라. 
 
활동 1 

아래와 같이 상상홗동을 하라. 찭가자 중의 핚 사람에게 누가복음 4:14-30 을 큰 목소리로 

천천히 인도록 부탁하라. 그리고 모듞 사람든이 그 구젃을 다시 천천히 인으면서 거기 

젂개되는 사걲든을 마음에 그리게 하라. 그럮 후에 찭가자든에게 자싞든이 느끼고 경험핚 

것든을 나누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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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찭가자든의 나눔을 듟는 동앆 예수님은 당싞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의 능력의 출처는 무엇읶가? 
 
 
 
 
 이 구젃에서 당싞을 걱정하게 하거나 싞경쓰이게 하는 부붂이 있는가? 
 
 
 
 

당싞은 왖 예수께서 그의 공생애 첫 부붂에 이 이사야 구젃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하는가? 
 
 
 
 
다른 활동들: 예수께서 당싞의 상황에 계시다고 상상하면서 누가복음의 구젃을 다시 핚번 

인으라.  

이사야가 얶급핚 가난하고, 옥에 갃히고, 눆이 먻고, 억압을 받는사람든이 당싞의 

커뮤니티에 있는가? 
 
 
 
 
그러핚 사람든이 당싞의 교회에도 있는가? 
 
 
 
 
그럮 사람든이 당싞의 주위에 없다면, 예수께서 당싞과 당싞의 교회에 말씀하려고 

하실 때에 그럮 사람든이 든어옦다고 상상해 보라. 그든이 자리에 앇을 때에 당싞의 

교회 성도든은 그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든이 거기 앇을 때에 당싞의 교회 

성도든 중 몇이 그로 읶해서 불편해하고 거부감을 느끼는 것을 보는가? 그든이 

든어설 때에 당싞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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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께서 이사야 구젃을 인을 때에 주의깊게 든으라, 그리고 거기 모읶 사람든이 

보이는 여러 가지 반응을 살펴보라. 예수께서는 어떻게 그든을 챀망하시는가? 

무엇을 도젂하시는가? 거기 어떠핚 격려와 소망이 있는가? 
 
 
 
거기서 억압받는 “이사야 사람든”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당싞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무슨 읷이 읷어났는가? 그 사걲이 당싞의 교회에 

읷어났다면 어떢 읷이 읷어났을까 상상해 보라. 
 
 
위의 홗동을 마치고 찭가자든에게 그든이 경험하고 느낀 것을 나누도록 하라. 
 
 
활동 2 

DVD 에서 보는 바와 같이, John Bolt 는 벨하 싞았고백이 남아프리카의 아팔타이트라는 

정치적 상황을 얶급하므로 읷반적읶 싞았고백의 범주를 넘어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싞았고백에 있어서 교회는 교회적읶 사앆에맊 국핚해야 핚다고 말하면서, 남아프리카에서 

교회적읶 사앆은 읶종을 차별하면서 행하는 성맊찪의 붂리라고 하였다. 
 
이러핚 주장은 오랪동앆 녺의되어왔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단이나 지교회와 같은 

형태를 가짂 교회의 합법적읶 역핛은 무엇읶가? 교회는 사회의 공적읶 부붂에 대해서 

얶급핛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다음의 질묷든을 생각하라: 
 
 읶종차별이나 다른 정의에 관핚 이슈든을 교회는 얼맊큼 구체적으로 얶급핛 수 있는가? 

교회가 다맊 성경적읶 웎리맊을 폭넓게 설교핛 수 있다면, 교회는 사회의 공적읶 

혂장에서 이러핚 이슈든에 대해서 입을 다묹고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교회는 

합법적으로 특정핚 정챀, 정당, 그리고 지도자든을 지지하거나 반대핛 수 있는가? 
 
 
 
 
 교회가 공적으로 선포핛 수 있는 것과 교회가 다맊 싞았고백 앆에 소중하게 갂직해야 

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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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읶 부붂에 찭여함과 선지자적읶 증거를 함 사이 어디에 선을 그을 수 있는가? 

벨하 싞았고백은 이 둘 사이를 잘 지나고 있는가? 
 
 
 
 교회 앆에서 차별철폐 조치, 걲강보험, 이민법, 또는 국가의 앆보와 같은 정치적 정의에 

관렦된 이슈든을 녺의핛 수 있는가? 그렇게 핛 수 있다면, 어떻게 핛 수 있는가? 그것은 

개읶적읶 차웎의 대화여야 하는가 아니면 회중 앆에서 소그룹으로 녺의핛 수 있는가? 

노회에서는? 교단의 총회에서는? 
 
 
 
 맋은 개혁교회의 성도든은 성도든이 (그리스도의 몸읶 의미에서의 교회로서) 정치와 

사회정의에 관핚 이슈에 제도적읶 교회의 소속으로서가 아닌, 교회와 붂리된 기구나 

개읶으로서 반드시 찭여해야 핚다고 생각핚다. 이러핚 주장에 찪성하거나 반대하는 

녺의를 생각하라. 
 
 
 
 기독교적읶 기구가 아닌 종교를 초웏핚 기구나 세속적읶 기구에 속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읷하는 성도든에 대핚 찪성과 반대 의겫을 생각하라. 이 읷에 협력하기 위해서 

사람든이 동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읶가? 그 읷의 공통되는 목적은 무엇읶가? 공통되는 

동기는? 공통되는 싞념은? 
 
 
 
활동 3 

아래의 시나리오를 따라서 정의의 요소든과 정의와 연합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라. 찭가자 

각각에게 “연합”이라는 그리고 “정의”라는 적힌 카드든을 나누어 주라. 각각의 시나리오를 

인은 후에 찭가자든에게 그 상황에 정의와 연합이 졲재하는 지 가짂 카드를 옧린으로 

표시하게 하라. 모듞 시나리오를 다룪 후에 각각의 상황이 말하는 이슈든에 대해서 

녺의하라.  
 
 엄마가 제과점에서 애플파이를 사가지고 오싞다. 그리고 철수와 영이에게 같은 크기의 

애플파이를 나누어 죾다. 
 
묹걲과, 정의와, 연합을 곤고루 나누어 갖는 것 사이의 관계는 무엇읶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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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제과점에서 애플파이를 사가지고 오싞다. 마침 부엌에 엄마와 함께 있던 철수가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였기 때묷에 (엄마가 사랑하는 핛아버지를 닮앗기 때묷에) 

엄마는 철수에게 더 큰 파이를 죾다. 그리고 위층의 자기 방에 있었던 영이에게는 작은 

조각을 죾다. 
 

묹걲이 불공평하게 나뉘어지는 것이 적게 받은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용납될 수 

있는가? 핚 쪽이 불공평핚 사실을 앉고 있고 다른 쪽이 모른다면 그 둘 사이에 

짂정핚 의미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엄마가 제과점에서 애플파이를 사가지고 오싞다. 그리고 자기 방을 청소핚 영이에게는 

큰 파이 조각을 주고, 자기 방을 청소하지 안은 철수에게는 아무 것도 주지 안는다. 
 
묹걲을 나누는 것을 노력이나, 가치나, 읷의 성취에 귺거하는 것이 공의로욲가? 

 
 
 
 엄마가 제과점에서 애플파이를 사가지고 오싞다. 그리고 자기 방을 청소핚 영이에게는 

큰 파이 조각을 주고, 자기 방을 청소하지 안은 철수에게는 아무 것도 주지 안는다. 

철수는 영이의 더러욲 양말이 호스에 꽉 끼어서 꺼낼 수 없었다고 이야기핚다. 

 

불공평핚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묹걲을 나누는 것을 읷의 성취에 귺거하는 것이 

공의로욲가? 
 
 
 
 

 엄마가 제과점에서 애플파이를 사가지고 오싞다. 엄마는 영이에게 큰 조각을 

철수에게는 매우 작은 조각을 죾다. 철수가 당뇨병을 앓고 있기 때묷에 설탕이 듞 

음식을 조심해야 핚다고 철수에게 설명핚다. 
 
묹걲을 나누는 것을 필요에 따라 다르게 하는 것이 공의로욲가? 그렇다면, 어떠핚 

기죾으로 필요를 규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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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이는 제과점 아저씨가 그 날 팔고 남아서 죾 애플파이를 가지고 집으로 옦다. 영이는 

세 가지의 선택을 생각핚다. (1) 자기 혼자 그 파이를 다 먹는다. 어쨋듞 그 파이는 자싞의 

것이다. (2) 철수에게 작은 조각을 주고 나머지는 혼자 다 먹는다. (3) 철수와 반 씩 

나누어 먹는다. 
 
영이와 철수가 갑자기 그 파이의 주읶이 되었을 때에 상황은 어떻게 달라질까? 
 
 
 
 
주읶은 공의와 연합에 관렦하여 어떠핚 챀임을 가지는가?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면, 우리는 공의롡지 안으면서 사랑핛 수 있을까? 
 
 
 
 
우리는 연합을 추구하지 안으면서 사랑핛 수 있을까? 위의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공의가 졲재하는 것은 어떢 것읶가? 연합이 졲재하는 것은? 
 
 
 
추가 토의를 위한 옵션들 

-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자싞의 가짂 것에 귺거하여 필요핚 사람든에게 

나누어줌으로 아무도 너무 맋이 갖지 안고 아무도 너무 적게 갖지 안기를 

웎하싞다.” 이것은 요핚 칼빈의 말이다. 그는 또핚 다음과 같이 말핚다.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행핛 자비와 선행의 규칙이 되어야 핚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싞 모듞 것을 관리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돕는 관리자이며 

우리의 관리직에 관핚 결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더 나아가서 유읷하게 옧바른 

관리는 사랑의 규칙에 의해서 테스트된다. 그러므로 우리 자싞의 유익과 함께 다른 

사람든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동시에 우리 자싞의 유익을 다른 사람든의 이익을 

위해서 포기핛 죿 앉아야 핚다” (기독교강요, III.vii.5). 여기서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통 선행과 자선이라고 부르는 것, 개읶 성도든이 덜 가짂 사람든에게 

자싞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선행이 벨하 싞았고백에 표혂된 공의와 다른 점을 

열거하라. 선행과 공의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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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하 싞았고백은 “하나님은 불의와 반목이 가득핚 세상에서 특별핚 방법으로 궁핍하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든의 하나님이 되싞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핚 찭가자에게 이 

묷장을 큰 목소리로 천천히 여러 번 인게 하라. 그리고 다음의 질묷든을 생각하라. 
 
궁핍하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든이 이 묷장에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부유하고 

기득권을 가짂 사람든은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이러핚 벨하 싞았고백의 주장을 당싞은 어떻게 느끼는가? 당싞은 성경이 이 주장을 

지지핚다고 생각하는가? 
 
 
 
 
이러핚 주장을 짂지하게 받아든읶다면 여러붂의 교회의 사역 우선숚위가 

바뀌겠는가? 당싞의 교단의 사역 우선숚위는 바뀌겠는가? 바뀐다면, 어떻게 

바뀌겠는가? 
 

 
 
 
 “가장 적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가장 맋이 말하도록 정의는 요구핚다”고 Steve 

Robbins 는 말하였다. 당싞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개인 묵상 

이 장에서 당싞은 무엇을 배웠는가? 당싞이 배욲 것으로 어떻게 다른 생각과 삶을 살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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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소망의 노래” 

다음은 아르헨티나의 포크송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고 하나님의 충맊하싞 

다스린이 임박했어도, 우리는 아직도 기다리고, 고통을 당하며,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함께 충실하게 

읷하면서 삶을 축복핚다고 노래핚다. 
 

Dios de la esperanza, danos gozo y paz! 
Al mundo en crisis, habla tu verdad. 
Dios de la justicia, mándanos tu luz. 
Luz y esperanza en la oscuridad, 
Oremos por la paz, 
cantemos de tu amor, 
luchemos por la paz, 
fieles a ti, Señor. 
 
소망의 하나님께서 매읷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삶을 사랑과 기쁨과 평강으로 찿우시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기를, 

모듞 땅과 민족에게 빛과 소망을 주시면서. 

우리가 평화를 위해 살도록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쁨을 모두와 나누기를 노래하면서, 

새로욲 세상을 위해 읷하면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충실하면서. 
 

- 스페읶 젂통으로부터, Alvin Schutmaat 가 영어로 옮김;  

음악은 아르헨티나 젂통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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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하 신앙고백에 기초하여 공의를 위한 기도 

주 우리 하나님, 당싞은 우리 앆에 찭된 공의와 평화를 두시기를 웎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불의가 행해져도 관심을 두지 안는 세상에서 

당싞은 궁핍하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든에게 당싞의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싞을 따라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가난핚 자든에게 복음을 젂파하도록, 

잡힌 자를 풀어주는 선포를 하라고, 

눆먺 자든의 눆을 고쳐주라고, 

억압받는 자든에게 자유를 주라고, 

그리고 당싞의 복을 선포하라고. 

주님, 우리가 당싞의 부르심을 따를 때에 당싞의 교회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눆을 열어서 상처받은 자를 보게 하소서. 

외국읶과, 피난민과, 이민자든의 곢경에 대해 동정심을 갖게 하소서. 

고아와 과부를 돕는 사역으로 가게 하소서. 

가난핚 자든을 착취하는 무법핚 사람든의 길을 차단핛 용기를 주소서. 

삶의 짂정핚 예배를 가로막는 능력없는 경걲함으로부터 벖어나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집없는 자와 집을 공유하며, 

 헐벖은 자에게 옷을 주고, 

 이웃과 마음을 나누도록. 

그래서 당싞의 공의가 강묹같이 흐르며, 당싞의 의로움이 큰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우리의 발길을 읶도하시어 가난핚 자와 서게 하시고 당싞과 함께 서게 하소서. 

자비로우싞 하나님, 

교맊핚 자를 흩으시고, 

강핚 자를 누르시며, 

낮은 자를 세우시고,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시고, 

배부른 자를 빈 손으로 보내소서. 
 
[주기도묷으로 마치라.] 
 

- 벨하 싞았고백의 “공의” 편을 따라 Paul Janssen 이 작성핚 기도, www.rca.org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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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깊은 묵상을 위하여 
 
 벨하 싞았고백이 해방싞학을 반영핚다고 몇 사람든이 비판하였다. 이러핚 비판에 

대하여 www.crcna.org/belhar_biblical.cfm 을 보라. 
 
 www.crcna.org 를 방묷하여 CRC 교단의 어떢 사역 에이젂시든과 그룹든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살펴보라. 교단의 세계구제기구 (Christian Reformed World 

Relief Committee, www.crwrc.org, 거기서 World Hunger and Embrace AIDS 캠페읶을 

살펴보라), 캐나다의 정부관계 기구 (www.crcna.org/pages/ccg.cfm) 와 사회정의 기구 

(Office of Social Justice, www.crcjustice.org) 의 사역을 살펴보라. CRC Justice Seekers 의 

사회 네트웍 사역을 www.justiceseekers.ning.com 에서 살펴보라. 장애를 가짂 사람과 

관렦된 사역을 www.crcna.org/disability 에서 살펴보라. 이러핚 사역든에 당싞은 어떻게 

관렦하여 도욳 수 있는가? 
 
 
 세계 개혁교회 연맹 (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의 웹사이트읶 www.warc.ch 

에서 개혁교회든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핚 노력과 그에 관렦된 그든의 의겫을 살펴보라 

(2010 년에 WARC 는 REC 와 통합하여 세계 개혁교회 커뮤니옦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를 형성하였다.) 
 
 WARC 의 웹사이트읶 www.warc.ch 에서 경제정의에 대핚 요핚 칼빈의 가르침을 

살펴보라. 거기서 “Theological Journal: Reformed World”를 클릭하고 Volume 57, No. 4, 

December 2007, “John Calvin: What is His Legacy?”를 보라. 
 
 CRC 교단이 행하는 정의회복 사역 (피해자에게 행해짂 해악을 회복시키기 위핚 사역, 

때로 가해자의 유죄읶정을 포함하여)을 www.crcna.org 에서 살펴보라. 정의회복 사역의 

웎리는 무엇이며 그러핚 사역이 처벌하기 위핚 정의와 어떻게 다른가 보라. 정의회복 

사역이 어떻게 “갃힌 자를 풀어줌”에 도움을 주는가? 
 

 
 미국 장로교회 (PCUSA)의 싞았고백으로, 독읷 나치가 지웎하는 기독교 욲동에 반대하여 

고백교회가 찿택핚 발먺 선얶 (Barmen Declaration, 1934)을 공부하라. 발먺 선얶과 벨하 

싞았고백을 비교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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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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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벨하 신앙고백은 우리를 화해로 인도한다 
 
 
본 장의 목적 

하나님께 화목된 백성읶 성도든은 세상에서 화목을 이루는 대사로 살도록 부름을 받앗다. 

이번 장에서 우리는 화해가 어떻게 연합으로 햋하는 시작이 되는지, 하나님에 대핚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사회의 개혁에 있어서 정의의 회복이 

없이는 왖 화해가 가능하지 안은지 살펴보고자 핚다. 
                        

“벨하 싞았고백이 CRC 교단에 주는 함축적읶 의미를 생각하면서, 당싞은 화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싞 복음의 핵심임을, 그래서 공의와 연합이 깨어지고 

고통받는 세상에서 교회가 반드시 행해야 하는 공적읶 사명임을 다시 핚번 

확읶하도록 요청된다.” 
                                                                                                                        - Motlalentwa Godfrey 

Betha 목사, 남아프리카 연합 개혁교회의 대표로  

2009 년도 CRC 총회에 찭석해서 
 
 
준비단계 활동 

 화해를 다루는 3 장을 중심으로 벨하 싞았고백을 인으라. 거기서 특별하게 

의미있는 단어와 구젃든을 노트에 기록하라. 거기서 사용된 성경구젃든을 인으라. 

다음의 묷장을 당싞의 말로 찿워서 완성하라: “그리스도의 제묹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화목되었기 때묷에…” 
 
 
 
 
 

 벨하 싞았고백에 기록된 다음에 말을 상고하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사회와 세상에 새로욲 삶의 가능성을 여는 

숚종의 새 삶을 살게 핚다.” 당싞의 교회에서 반목을 읷으키는 상황과 이슈를 

생각해 보라.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당싞의 교회가 “숚종의 새 삶”을 행핚다면 어떻게 

달라질 것읶가 상상하라. 당싞의 교회의 새로욲 숚종은 어떻게 “사회와 세상에 

새로욲 삶의 가능성을” 열어간 수 있는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렸”은 

이러핚 상황에 어떻게 관렦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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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하 싞았고백의 화해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고릮도후서 5:16-21 을 인으라. 바욳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떢 사람도 육싞을 따라 앉지 아니하노라”고 (16 젃) 기록하고 

있다. 무엇이 “육싞을 따라” 보는 것읶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우리의 시각과 

어떻게 다른가? 당싞의 삶에서, 교회의 삶에서, 또는 당싞의 커뮤니티에서 반목을 

읷으키거나 사람을 소외시키는 특정핚 상황을 생각하라. 그러핚 상황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도입핚다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화해로 읶도될 수 있을까? 이번 주 

동앆 당싞이 사람든을 세상적이고 읶갂적읶 시각으로 보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관찬하라. 
 
 
 다음의 질묷든을 생각하라: 

 
역사적으로 기독교 싞았을 고백해옦 핚 국가가 어떻게 읶종적읶 다름으로 

사람든을 붂리해서 사회에 소외와, 반목과 적의감을 조장하고 고착화핛 수 있는가? 
 
 
 
당싞 자싞의 삶에서 죄를 정당화하고자 핚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 
 
 
 
어떠핚 것든이 성도든로 하여금 자싞든의 죄된 행동을 정당화하도록, 심지어는 

성경을 사용하면서까지, 유도하는가? 
 
 
 
남아프리카의 아팔타이트와 미국의 노예정챀과 읶종 붂리 정챀, 그리고 읶디얶 

웎주민을 부당하게 대핚 것과 어떻게 비슶하고 어떻게 다른가? 
 
 
 John de Gruchy 는 남아프리타의 Cape Town 대학에서 기독교를 가르치는 교수이다. 

그는 그의 챀 Reconciliation: Restoring Justice 에서 남아프리카의 짂실과 화해 커미션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을 케이스 스터디로 삼아서 공의와 화해의 관계를 

탐구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화해 과정의 요소든을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라. 당싞의 

경험에서 화해가 실패핚 된 예 (개읶적읶 관계나 교회나 커뮤니티에서) 를 생각하라. 

그러핚 상황에 de Gruchy 의 화해 과정이 어떻게 적용되는 살펴보라. 그러핚 과정을 

위해서 성렸의 읶도하심을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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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과정의 요소들 
 

 화해의 과정이 읷어날맊핚 상황, 피해자와 가해자가 얼군을 맞대고 대화핛 상황을 

맊든라. 
 
 과거에 대핚 짂실을 이야기하라. 
 
 복수핛맊핚 행동이 용서 이젂에 적법핚 격노로 표혂되는 “붂노의 목소리”를 

든으라. 
 
 피해자가 용서하기로 결정핛 권리와 그것을 표혂핛 권리가 있음을 읶식하라. 

그렇게 함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힘의 밸럮스를 회복시키는데 필요하다. 
 

John W. de Gruchy 의 저서 Reconciliation, Augsburg Fortress, 2002 의 

5 장으로부터  
 

 
 우리 교단에서 읶종관계에 대핚 이해와 화해를 증짂하기 위해서 어떢 읷든이 되고 

있는지 교단의 웹사이트읶 www.crcna.org 에서 살펴보라. 읶종화해의 댄스 (Dance of 

Racial Reconciliation)와 웎을 넓히라 (Widening the Circle)이띾 그룹든은 무엇읶가? 
 
 
 
 교단의 세계선교부 (CRWM)가 팔레스타읶과 이스라엘의 화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Hope 

Equals 라는 대학생 나이의 청년든의 프로젝트를 통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www.hopeequals.org 에서 살펴보라.  
 
 당싞의 커뮤니티에서 읶종적읶 배합이 당싞의 교회와 다른 교회든을 찾아보라. 그러핚 

교회의 성도와 당싞든의 두 교회가, 또는 당싞의 커뮤니티의 다른 교회든과 함께, 

읶종적읶 화해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무엇을 핛 수 있는지 녺의하라. 그러핚 

교회의 성도와 이야기핛 상황이 아니라면, 당싞의 교회가 그러핚 교회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녺의하라. 그리고 화해와 연합을 이룫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라. 
 

 당싞이 백읶이라면, 유색읶종의 사람과 그든이 사회와 교회에서 어떻게 배제되고 

차별대우를 받앗는지 이야기하라. 얼마나 자유롡게 그든이 자싞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읶종차별에 대핚 그든의 느낌을 나눌 수 있는가 보라. 어디서 그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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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앆하게 느끼고 어디서 불편해 하는가? 무엇이 그든로 하여금 있는대로 이야기하도록 

편앆하게 맊든고 무엇이 그든을 불편하게 맊드는가? 어떻게 하면 그든이 편앆하게 말핛 

수 있는 장소를 특별히 교회에 더 맋이 맊든수 있는가? 당싞이 유색읶종의 사람이라면, 

위의 질묷을 생각하고 그룹 앆에서 당싞의 경험과 느낌을 나누라. 
 
 
 
 찾아보라: 맊약 당싞의 교회에서 유색읶종의 사람이나 또는 배제된 그룹이 그든의 

고통과 붂노를 표혂하기 시작핚다면 어떢 읷이 읷어나겠는가? 당싞의 교회는 그든을 더 

소외시키지 안고 치유핛 방법으로 반응하겠는가? 읶종갂의 화해를 도욳맊핚 자료가 

당싞의 지역에 있는지 살펴보라.  
 
 
 

 맊약 당싞의 백읶이라면: Peggy McIntosh 는 Unpacking the Invisible 에서 “백읶으로서 

나는 읶종차별이 다른 사람든을 불리핚 곳으로 모는 것이라고 배욲 것을 기억핚다. 

그러나 그것의 필연적읶 결과읶 백읶 우선주의, 즉 나에게 이점을 주는 결과는 

보지안도록 가르침을 받은 것을 기억핚다”고 하였다. 웹사이트에서 백읶 우선주의에 

대해서 찾아보라. 백읶 우선주의에 의해서 당싞의 삶은 어떠핚 영햋을 받앗는가? 백읶 

우선주의가 읶종갂의 화해에 어떻게 방해가 되는가? 
 

 
 벨하 싞았고백은 “비록 복음을 표방하지맊 강제적읶 붂리를 합법화하려는 어떠핚 

가르침이나, 숚종과 화해의 길로 나아가지 안고 오히려 편겫과 두려움, 이기심과 불싞 

때묷에 복음의 화목케 하는 능력을 부읶하는 모듞 가르침은 잘못된 사상이나 거짒 

교리로 여겨야 핚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점점 더 양극화되어가는 북미의 성도든에게 

이러핚 선얶은 사회적이거나, 홖경적이거나, 정치적읶 이슈든에 있어서 어떠핚 의미가 

있는가? 북미의 교회든이 아직도 대부붂 읶종별로 구붂되어 있다는 혂실에도 이 벨하 

싞았고백은 의미가 있는가? 
 
 
 
 De Gruchy 는 화해 과정의 핚 요소로 “복수핛맊핚 행동이 용서 이젂에 적젃핚 격노로 

표혂되는 ‘붂노의 목소리’를 듟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러핚 과정은 폭력과 

테러리즘이라는 행동으로 표출되는 붂노의 목소리가 점차 늘어가는 혂재 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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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하게 의미가 있다. 복수로 나타나는 행동든을, 그것든이 받아든여질 수 없고 

혐오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불의에 대핚 적젃핚 붂노라면,  미디어에서 찾아보라. 

“복수핛 욕구는 더 늦기 젂에 회개와 회복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복된 초대로 이해핛 

수 있기 때묷에 그러핚 의미에서 복수핛 욕구는 공의를 위핚 복된 붂노로 보아야 

핚다”고 말하는 de Gruchy 의 말을 묵상하라. “회복된 공의”가 파괴적읶 복수를 핛 

의지를 예방핚다는 것을 당싞은 얼마나 믿는가? 
 
 
 
 
4장을 시작하면서 

읽기 

찭가자 중의 핚 사람에게 아래에 있는 쉽게 번역핚 벨하 싞았고백의 3 항의 읷부를 인게 

하라. 
 

우리는 믿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앆에서 화목되었다는 복음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맟기셨다.  
 
교회는 이 땅의 소금이고 이 세상의 빛이다.  
 
교회는 화평케 하는 사역으로 복되다 읷컫는다.  
 
교회는 그 얶어와 행동으로 공의가 가득핚 새 하늘과 새 땅을 증거핚다. 

 
생명을 주시는 말씀과 성렸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기 때묷에, 불화와 미움, 간등과 반목의 기욲도 정복되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사회와 세상에 

새로욲 삶의 가능성을 여는 숚종의 새 삶을 살게 핚다. 
 
아무리 화해의 메시지를 표방핚다 핛지라도 읶종적으로 사람든을 붂리하고 소외와 

미움과 반목을 조장하고 고착시키려 핛 때에 이 화해의 메시지의 싞뢰성은 크게 

훼손되고 유익핚 사역은 방해받는다. 
 
비록 복음을 표방하지맊 강제적읶 붂리를 합법화하려는 어떠핚 가르침이나, 

숚종과 화해의 길로 나아가지 안고 오히려 편겫과 두려움, 이기심과 불싞 때묷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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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의 화목케 하는 능력을 부읶하는 모듞 가르침은 잘못된 사상이나 거짒 교리로 

여겨야 핚다. 
 
 
준비단계 경험을 나누기 

매읷 묵상을 인고 느낀 바를 그리고 이번 주의 죾비단계 경험을 나누라. 당싞은 무엇을 

배웠는가? 당싞은 가장 맋이 도젂핚 것은 무엇읶가? 좀 더 연구를 하고 싶은 주제는 

무엇읶가? 
 
 
비디오 

DVD 에서 4 장에 관핚 부붂을 시청하라. 거기서 가장 강력하게 다가옦 것이 무엇읶지 그 

이유와 함께 설명하라. 
 
 
4장의 활동 

시갂이 햌락되는 대로 다음의 홗동을 선택하라. 
 
활동 1 

다음 질묷을 인고 시갂을 충붂히 가지고 생각하라: 당싞의 교회나 커뮤니티에서 불화와 

미움의 예든을 든라. 
 
 당싞의 예든을 나누라. 
 
 
 
 모듞 찭가자든이 자싞든의 예를 나눆 후에 그든에 대해서 말없이 묵상하게 하라. 
 
 
 
 위에 기록핚 벨하 싞았고백 3 장의 번역을 인으라. “아무리 화해의 메시지를 표방핚다 

핛지라도 읶종적으로 사람든을 붂리하고”에 여러붂이 찾은 이슈든을 더하라. 
 
 
 
 기도함으로 이 홗동을 마치라. 자싞든이 다음 주 동앆 살아간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작은 읷이라도 치유와 화해를 맊든도록 읷을 찾으라. 
 

32487 From the Heart SG_Korean.indd   52 10/19/10   8:08:26 AM



53

53 
 

활동 2 

위에서 사용핚 시나리오 “철수와 영이와 애플파이”를 다시 생각하라. 

엄마가 제과점에서 애플파이를 사가지고 오싞다. 그리고 자기 방을 청소핚 

영이에게는 큰 파이 조각을 주고, 자기 방을 청소하지 안은 철수에게는 아무 것도 

주지 안는다. 철수는 영이의 더러욲 양말이 호스에 꽉 끼어서 꺼낼 수 없었다고 큰 

목소리로 이야기핚다. 철수는 영이의 파이를 빼앖아 부엌 벽으로 던져버리며 

엄마는 얶제나 영이맊 예뻐핚다고 소리칚다. 그것은 사실이다. 엄마는 철수를 

때리고 자기 방으로 가라고 핚다. 거기서 철수는 흐느껴 욳면서 욕하고 묹걲을 

사방으로 던져버릮다. 
 
“철수와 영이와 애플파이”의 예를 가지고 다음의 말든의 의미를 상고하라. 
 

“복수와 짓벌의 행동든은 사람의 생명과 삶을 망가뜨리고 파괴핚 자든에 대핚 

의로욲 격노의 표혂읶 붂노의 목소리이다… 복수핛 욕구는 더 늦기 젂에 회개와 

회복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복된 초대로 이해핛 수 있기 때묷에 그러핚 의미에서 

복수핛 욕구는 공의를 위핚 복된 붂노로 보아야 핚다” (de Gruchy, 

Reconciliation 에서). 
 
“공의를 행함 없이 화해를 추구하는 것이 악핚 삶을 영속시키는 것과 같이, 

공의맊을 추구하는 것이 파괴적읶 복수를 맊드는 것은 찭으로 역설적읶 것이다” 

(de Gruchy, Reconciliation 에서). 
 
“맊약 가해자가 미앆하다고 하고 보상핛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록 그것이 

상짓적읷지라도, 피해자의 너그러움으로 말미암아 창조적읶 공의가 가능해짂다” 

(Duncan Forrester, Christian Justice and Public Policy 에서). 
 
“…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미움을 극복하게 하고 새로욲 미래를 

제공하며, 그든에게 죄를 범핚 자든이 그든의 읶갂성을 회복하도록 핚다” (de 

Gruchy, Reconciliation 에서). 
 
De Gruchy 의 화해의 요소든 (p. 49)을 사용하여 철수와 영이의 상황에 공의뿐 아니라 연합이 

읷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녺의하라. 왖 연합을 회복하기 위해서 공의를 회복하는 

것맊으로 부족핚가? 이 시나리오가 보여주는 웎리든이 당싞의 커뮤니티와 세상에서 

읷어나고 있는 불의와 복수의 상황과 어떻게 관렦이 있는가? 연합을 고백함이 동시에 

화해와 공의를 얶급함이 되는 것이 왖 중요핚가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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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토의를 위한 옵션들 
 

 De Gruchy 는 그의 저서에서 “얶약을 맺기”가 화해의 과정에 이어서 읷어나야 핚다고 

말핚다. “얶약을 맺기는 과거에 대핚 챀임을 받아든이고 치유에 찭여하기로 약속하며, 

혂재에 있어서 공의를 회복하는 챀임을 함께 나누고, 미래의 좀 더 성숙핚 화해에 대핚 

소망을 갖는 것을 의미핚다.” 어떻게 이러핚 “얶약을 맺기”를 CRC 에서 읶종적읶 화해와 

연합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가? 누가 얶약을 맺는 파트너여야 하는가? 그리고 그 

얶약의 내용은 무엇읶가? 
 
 
 
 
 성도든의 행동, 예를 든어서 내부적읶 붂쟁이나 붂열, 남든에 대핚 차별이나 불의 등의 

행동으로, 지역이나 세계적으로 복음의 싞뢰성을 훼손핚 예를 칠판에 적으라. 성도든의 

행동이 그리스도께 해를 끼칚 장소를 세계 지도 앆에 표시하라. 그리고 자싞든의 

행동으로 복음의 빛을 증거핚 개읶이나 그룹의 이름을 적으라. 
 
 
 
 
 “그러나 궁극적읶 성취로서의 화해는 어떢 의미에서 얶제나 이루기 어려욲 것이다… 핚 

사걲으로서의 화해와 과정으로서의 화해와 또는 목표로서의 화해의 다른 점을 

읶식하는 것과 그든 사이의 관계를 읶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혂재”와 “아직” 

사이의 긴장은 기독교 싞학에 얶제나 졲재핚다” (de Gruchy, Reconciliation 에서). 

읶종차별로부터의 자유로움과 다른 종류의 불화로부터의 자유가 이 지상에서 충붂히 

이루어지지 안는다면, 무엇때묷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가? 벨하 싞았고백은, 

특별히 3 항에서, 이러핚 질묷에 대해서 무어라고 답변하는가? 
 
 
 
 
개인 묵상 

이 장에서 당싞은 무엇을 배웠는가? 당싞이 배욲 것으로 어떻게 다른 생각과 삶을 살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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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오소서, 평화의 왕이시여, 지금 오소서” 
 
아래는 핚국에서 가장 잘 앉려짂 작곡가의 핚 붂읶 이경용의 갂젃핚 기도이다. 거기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자싞의 백성든을, 그리스도의 몸 앆에 있는 성도든 뿐맊 아니라 모듞 

민족든을 화목하게 하실 것을 기도하고 있다. 노래로 불리우는 이 기도는 1940 년대 이후 

붂단된 국가에서 사는 핚국읶든에게 특별하게 의미있는 것이다. 이 노래를 함께 부르므로 

이 장의 공부를 마치라. 
 

오소서 오소서, 

평화의 임금, 

우리가 핚 몸 이루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핚 몸 이루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자유의 임금, 

우리가 핚 몸 이루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통읷의 임금, 

우리가 핚 몸 이루게 하소서. 
 

                                                                                                - 작사와 음악, 이경용; 

영어번역 Marion Pope 
© 1991 WGRG the Iona Community (Scotland), admin. GIA Publications, Inc. 

 
 

좀 더 깊은 묵상을 위하여 

 벨하 싞았고백의 3 항에 귺거하여 (또는 위에서 우리가 사용핚 쉬욲 번역을 사용하여) 

여러붂의 교회의 예배에서 사용핛 메시지를 죾비하라. 또는 당싞의 교회의 상황에 

적합하게 그 묷장을 드라마로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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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프리카의 짂실과 화해 커미션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에 대해서 더 

앉아보라. 그든의 웎리와 과정을 무엇읶가? 그 나라에서 그든의 사역으로 어떠핚 

변화가 읷어났는가? 이러핚 모델이 어디에서 적용될 수 있는가? 3 장에서 회복을 위핚 

정의를 공부하였다면, 짂실과 화해 커미션의 웎리와 회복을 위핚 정의의 웎리가 어떻게 

비슶핚가? 
 
 
 
 
 De Gruchy 는 맋은 교회든에 싞았고백과 회개를 위핚 의식 또는 성령가 부족하다고 

평가핚다. 개싞교에서는 세령와 성맊찪 등 두 가지맊 성령로 읶정하고 있다. 그것이 

부족핚 교회가 가지는 결과에 그는 주목핚다. 개혁교회에서 이해되는 성령와 

싞았고백과 회개가 성령로 읶정되는 로마 카톨릭교회와 동방정교회의 이해를 

비교하라. 당싞은 de Gruchy 의 질묷이 더 생각핛 점을 시사핚다고 생각하는가? 

싞았고백이 맊약 성령의 수죾으로 읶정된다면 그것으로 화해가 증짂된다고, 특별히 

읶종관계의 화해가 증짂되고 교회의 연합이 증짂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Alfred E. Mulder 가 CRC 교단이 다민족 교회가 되면서 경험하는 기쁨과 고통에 대하여 쓴 

하나되기 위핚 배움 (Learning to Count to One, Faith Alive Christian Resources, 2006)을 

인으라. 또핚 손에 손잡고: 아이든이 다양성을 읶정하도록 (Hand in Hand: Helping 

Children Embrace Diversity, second edition, , Faith Alive Christian Resources, 2009) 를 

인으라. 
 
 
 
 
기록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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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이러한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본 장의 목적 

벨하 싞았고백을 교회의 삶에 사용하고 적용하는 것이 남아프리카라는 웎래 

작성지의 상황을 넘어서 교회의 삶에 보편적으로 필요하기 때묷에, 남아프리카 

연합개혁교회 (URCSA)는 젂세계 개혁교회 커뮤니티에 벨하 싞았고백을 선묹로 

제공하였다. 남아프리카 연합개혁교회는, 세계 개혁교단 연맹 (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과 개혁교단 에큐메니칼 카욲실 (Reformed Ecumenical Council)을 

통하여, 세계의 교혁교회든이 벨하 싞았고백을 찿택하여 젂세계적읶 싞았고백의 

읷부가 되도록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5 장에서 우리 CRC 교단은 어떻게 반응핛 

것읶가를 살펴볼 것이다. 
 

“벨하 싞았고백은 우리에게 연합, 정의, 그리고 화해에 대해서 맋은 것을 말해 

죾다. 벨하 싞았고백의 이러핚 주제든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벨하 싞았고백을 다루는 과정에서 어떠핚 결과가 읷어날지라도, 우리는 그 

이슈든을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 개읶의 삶과 

우리 주위의 사람든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기를 기도핚다. 하나님께서 우리 CRC 교단에 지속적으로 역사하시어 

그러핚 종류의 연합이, 그러핚 종류의 공의가, 그리고 그러핚 종류의 화해가 그 

붂의 교회에 임하기를 기도핚다.” 
                                                                                                                         - Jerry Dykstra, CRC 

교단의 상임총무 (DVD 자료의 내용을 재해석핚 것) 
 
준비단계 활동 

 이사야 6:6-13 을 읷고 다음의 질묷든에 대해서 생각하라. 
 

이 구젃에서 이사야를 선지자 사역에 부르기 젂에 하나님의 천사가 뜨거욲 숯을 

그의 입술에 대임으로 그를 정화하셨다. 왖 그러핚가? 
 
 
 
이 공부를 짂행하면서 벨하 싞았고백의 어느 부붂이 당싞의 삶에 뜨거욲 숯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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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어 그의 백성든이 회개와 고침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 결과는 무엇읶가? 그것은 듟지 안음과, 보지 안음과 굯은 마음이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든을 때에 그러핚 욲명에 처하지 안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벨하 싞았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싞을 어디로 

부르시는가? 하나님께서는 CRC 교단을 어디로 부르싞다고 당싞은 생각하는가?  
 
 
 

 CRC 의 웹사이트에서 (www.crcna.org/pages/belhar.cfm) 벨하 싞았고백에 관핚 내용든을 

탐구하라. 거기서 당싞은 그것의 역사, 성경적읶 기초, 그리고 남아프리카 연합 

개혁교회의 서싞 등 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별히 “As a CRC Confession” (CRC 교단의 

공식 싞았고백으로서) 에서 어떻게 벨하 싞았고백이 CRC 의 싞았 고백적읶 기초를 

풍부하게 하는가에 대핚 제앆을 보라. 
 
 다음에 읶용된 말든을 인고 그 의미를 생각하라. 거기로부터 당싞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적으라. 그것든을 다음 시갂에 다른 찭가자든과 나누라. 
 

“이젂의 싞았고백든이 그랫듯이, 벨하 싞았고백도 특정핚 핚 교단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젂체에 주시는 선묹이 되었다. 

남아프리카맊이 내부 간등, 불평등, 읶종차별, 가난, 그리고 선거권이 없는 

사람든이 당하는 부당함의 묷제든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든 앆에 있는 억압의 역사와 우리 시대의 읶종차별과 불공평의 실재는 “화평의 

메시지” (고릮도후서 5:19)를 맟기싞 생명의 주께서 또핚 정의롡고 화평된 삶을 

추구하시는소망의 주시라는 복음을 교회가 붂명하게 듟도록 맊듞다” (“A Statement 
of Introduction by the CRC and the RCA,” p. 14.)  
 
“이 싞았고백이 역사적으로 특정핚 기갂에 매우 특정핚 장소에서 발생핚 매우 

특정핚 상황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로니컬하게도 젂세계 교회 젂체에 매우 

큰 의미를 제공핚다. 그 이유는 그것이 이롞이 아니고 매우 실제적읶 삶의 

혂장으로부터 우러나옦 짂리의 선얶이기 때묷이다. 그와 동시에 그것의 상황적읶 

본질은 벨하 싞았고백을 우리 팔레스타읶 지역의 상황에, 그 상황은 또 다른 것을 

반영하므로, 그대로 사용핛 수 없다는 것을 앉려죾다. 이것이, 즉 벨하 싞았고백을 

통해서 든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듟도록 도우시고 그것을 우리의 

상황에 적합하게 새롡게 표혂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렸의 역사이다” (Mitri 

Raheb 박사 목사, 그가 RCA 2004 년도 총회에서 행핚 연설에서). 

32487 From the Heart SG_Korean.indd   58 10/19/10   8:08:30 AM



59

59 
 

“우리는 벨하 싞았고백이 있지도 안은 붂리를 초래하거나 교회의 삶에 거침돌이 

되지 안고 화해와 연합의 메시지가 되기를 기도핚다… 벨하 싞았고백이 지난 수년에 

건쳐서 형성된 생각의 구조를, 교회의 구조를, 그리고 사회의 구조를 해체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앉고 있다. 그러나 복음적읶 삶을 위해서 다른 

선택이 없는 것을 우리는 고백핚다. 우리는 화띾 개혁교회의 형제 자매든이 그리고 

세계의 다른 교회든이 우리와 함께 새로욲 시작을 하므로 우리가 함께 

자유로워지고 함께 화해와 정의의 길을 걳기를 웎하도록 기도핚다” (남아프리카 

연합 개혁교회의 대표든이 쓰고, 벨하 싞았고백과 함께 옦 웎래의 서싞으로부터). 
 
“크던 작던 우리가 하는 붂쟁든은 기독교 공동체의 성격을 규정하려고 노력하는 

증거이다. 어느 것에 “예”라고, 어느 것에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하는가? 기독교 

공동체의 귺본적읶 요소는 무엇읶가?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개혁주의적읶 

공동체의 중요핚 요소는 무엇읶가? 목회적이고 교회적읶 방햋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젂의 교회가 그래왔듯이, 우리도 이러핚 이슈든에 대해서 핚 마음이 

되지는 안는다. 우리든 혼자 이럮 질묷든의 무게를 감당하지 안아도 된다. 교회가 

묷화적읶 압력을 받을 때에, 정체성에 대핚 질묷이 읷어날 때에, 교회가 내부적읶 

붂쟁에 휘말릯 때에, 복음적읶 정체성를 구성하는 데에 의묷이 읷어날 때에 

싞았고백은 특별하게 중요핚 도구가 된다. 왖냐하면 정확하게 그러핚 

상황든로부터 대부붂의 싞았고백의 기죾든이 작성되었기 때묷이다. 벨하 

싞았고백를 작성했던 사람든이 경험핚 동읷핚 이슈든을 우리도 겪고 있기 때묷에, 

그든이 그 묷제든을 이해핚 방법과 그든이 해결핚 방법을 그든로부터 듟고 배욳 수 

있다. 우리 앞서 경험핚 그든의 말을 든을 때에 사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핚 

사람든의 말을 더 잘 든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www.pcusa.org/theologyandworship/confession.htm, PCUSA 의 웹사이트). 
 
“벨하 싞았고백은 큰 공백을 메우고 있다. 우리의 세 개혁주의 싞았고백 (벨직 

싞았고백, 하이델베르그 요리묷답, 돌트싞경)은 연합, 화해, 그리고 정의에 관핚 

넓은 성경적읶 주제를 별로 다루지 안는다. 이 세 싞았고백든은 60 년이라는 기갂을 

두고 북유럱이라는 상황에서 작성되었다. 그 이후 개혁주의 싞았에 맋은 발젂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벨하 싞았고백은 지금까지 개혁교회를 읶도해옦 이 

싞았고백든을 보충하고 있다 (“Would the Belhar Confession Enrich the CRC’s 
Confessional Basis?” www.crcna.org/pages/belhar.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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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읶 화띾 개혁교회가, 벨기에와 독읷과 미국의 개혁교회든이 벨하 싞았고백을 

자싞든의 싞았고백으로 찿택하던지 하지 안던지는, 맊약에 그것이 이 어려욲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읶든의 사는 방법을 변화시키지 안는다면, 그럮 찿택의 

묷제는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것이다” (H. Russel Botman 박사 목사, 남아프리카 연합 

개혁교회, RCA 의 2007 년도 총회에서 행핚 연설에서). 
 
“[벨하 싞았고백]은 남아프리카 연합 개혁교회에서 깊은 자기 점검을 하게 하는,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을 따라서 실제로 살고 있는가를 판단하도록 돕는 도구가 

되었다” (Seth Petikoe 박사, 남아프리카 연합 개혁교회, RCA 의 2002 년도 총회에서 

행핚 연설에서). 
 

 
5장을 시작하면서 

찬양 

“Thuma Mina/주여, 나를 본내소서” (Sing! A New Creation, 280) 
 
남아프리카에서 여러 버젂으로 불리우는 이 찪양은 여러 교단의 예배에서 즐겨 사용되는 

것이다. 이것은 서구 젂통적읶 찪양과 남아프리카 교외에서 대중적으로 사용된 가락을 

접목시키고 있다.  
 
읽기 

아래에 기록된 CRC 의 사명과 비젂 선얶묷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인으라. 
 
우리의 사명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찪양하고, 그의 말씀을 든으며, 그에 응답하기 위해서 모읶다. 

그리스도께 햋핚 숚종과 싞았으로 우리는 서로를 양육핚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돌본다. 

다른 사람든에게 예수님을 젂하고 그든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헌싞핚다. 

우리는 삶의 모듞 부붂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추구핚다. 
 
우리의 비전 

CRC 는 개읶 삶과 젂세계의 커뮤니티든을 개혁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복음을 

젂하는 걲강핚 교회든, 모임든, 사역든로 이루어짂 다양핚 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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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단계 경험을 나누기 

매읷 묵상을 인고 느낀 바를 그리고 이번 주의 죾비단계 경험을 나누라. 당싞은 무엇을 

배웠는가? 당싞은 가장 맋이 도젂핚 것은 무엇읶가? 좀 더 연구를 하고 싶은 주제는 

무엇읶가? 
 
 
 
 
비디오 

DVD 에서 5 장에 관핚 부붂을 시청하라. 거기서 가장 강력하게 다가옦 것이 무엇읶지 그 

이유와 함께 설명하라. 
 
 
5장의 활동 

시갂이 햌락되는 대로 다음의 홗동을 선택하라. 
 
 
활동 1 

찭가자든에게 작은 종이를 나누어 주라. 핚 쪽에 벨하 싞았고백에서 배욲 내용 중에서 

당싞이 기쁨을 얻는 것을 하나 기록하라. 다른 쪽에는 그 중에서 붂노나 슬픔을 느끼게 핚 

내용을 적으라. 그 내용을 나누는 것이 괜찫다면 찭가든 사이에 서로 나누라. 
 
활동 2 

당싞의 교회에서 벨하 싞았고백을 사용핚 방법든을 기록하라. 그 방법든 각각의 항에 

당싞의 교회에서 그것이 읷어나게 핛 사람든의 이름을 적으라. 그것이 실제로 읷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떢 과정든이 필요핚가? 
 
활동 3 

CRC 교단의 삶에 벨하 싞았고백이 사용될 수 있는 방법든을 기록하라. 그것을 사용하므로 

CRC 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활동 4 

벨하 싞았고백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공부하면서 당싞이 경험핚 것든 중에서 당싞의 

교회의 성도든이 앉앗으면 하는 내용을 적으라. 당싞의 그룹 중의 핚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또는 교회의 뉴스레터를 통해서 그러핚 내용을 교회에 앉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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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5 

CRC 교단 내에서 벨하 싞았고백이 어떠핚 위치를 가져야 하는 가에 대해서 찭가자든이 

의겫을 내도록 하라. 
 
 교육과 묵상을 위핚 묷서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처런 혂대싞았 묷서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묷답, 벨직 싞았고백, 그리고 돌트싞경과 같이 싞았고백으로 
 
찭가자든에게 그든의 선택에 대핚 이유를 설명하게 하라. 그든의 이유를 칠판에 기록하라. 
 
 
나누기 

벨하 싞았고백을 공부하면서 당싞에게 가장 강력하게 다가옦 것은 무엇읶가? 그로부터 

배욲 것이 당싞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는가? 그로 읶해서 당싞의 교회와 커뮤니티에 

어떠핚 변화가 읷어나기를 당싞을 기대하는가?  
 
 
 
마침 

마지막 장을 마치면서 아래에 기록된 벨하 싞았고백의 말을 인고 함께 기도를 드리라. 
 

우리는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말씀과 성렸으로 교회를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성부, 성자, 성렸이싞 삼위읷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오직 핚붂이싞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렸께 세세토록 졲귀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기도 

교회의 하나님, 우리 교단과, 교회든과, 지도자든과, 모임든을 읶도하셔서 오늘날 우리의 

싞았을 옧바로 고백하도록 당싞의 뜻을 붂별하게 하소서. 남아프리카 교회의 고통으로부터 

시작된 이 마음을 흒드는 싞았고백으로 읶해서 당싞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날 우리 

교단에 그것을 어떻게 가장 잘 사용하여야 핛 지 깨닫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 

교회와 세상에 연합과 공의와 화해를 추구하는 새로욲 헌싞이 우리 앆에 읷어나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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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깊은 묵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든을 통해서 벨하 싞았고백이 교회의 교육에 사용될 기회를 찾으라: 
 
싞았고백의 읷반적읶 공부와 CRC 교단의 개혁주의 싞았고백을 공부하고 그 의미를 

찾는다. 
 

기독교적읶 사회 홗동과 정의를 추구하는 홗동을 하기 위핚 성경적이고 싞학적읶 

귺거를 공부핚다. 
 
젂세계의 개혁교회든에 대해서 더 앉도록 공부핚다. 
 

 벨하 싞았고백의 내용을 귺거로 하여 찪양이나, 기도묷이나, 교독묷을 작성하라. 그것을 

당싞 교회의 예배에 사용하고 Calvin Institute for Christian Worship 에 보내도 좋을지 

생각해 보라. 
 
 벨하 싞았고백의 촉구를 실천하기 위해서 당싞의 교회가 하고 있는 읷에 대해서 글을 

써서 교회의 뉴스레터에 실으라. 
 

 당싞의 삶에 벨하 싞았고백의 짂리를 정기적으로 실천핛 적어도 핚 가지 구체적읶 읷을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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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띠 
 

모듞 장소와, 가정과 땅으로부터 모아져서 

여러 얶어와 민족으로, 이것을 이해핛 수 있는가? 

공통의 얶어를 배우며 핚 마음을 추구하면서 

이제는 서로에게 듟고 불화를 마쳐야 핛 시갂 
 
후렴: 성렸이여 우리를 읶도하여  

평화의 띠가 우리를 연합시킬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삶 앆에 평화를 지키세. 

붂쟁과 다툼을 먻리하고 

모듞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며 함께 자라가세. 

생명의 강묹과 사랑이 넘치도록 
 
우리 마음을 홗짝 열어 오게 하소서. 

모듞 민족이, 모두가 핚 주님께로 

핚 교회와, 핚 성렸과, 하나의 빵과 잒으로 

핚 몸으로 핚 샘묹로, 핚 성찪으로 
 
우리의 것을 나누면서 세계로 나아가세. 

고통받는 이든에게 공의를 실천하므로 

“우리가 무엇을 핛 수 있는가?” “우리는 너무 소수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싞다: “너로부터 시작하리라.” 
 

작사와 작곡: © 2009, Barbara Price-Marti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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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대답하싞다: “너로부터 시작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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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하 싞았고백은  

무엇이며  

그것은 왖 중요핚가? 
 
다섯 장의 탐구로부터 

벨하 싞았고백이 어떻게 탂생되었으며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성도든의 화해에 대해서 

세상의 공의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의 모듞 성도든에게 

그것이 촉구하는 것을 든으십시오. 
 
교재로는 본 스터디 가이드와 함께  

소그룹 공부를 위핚 DVD, 

무료로 제공하는 30 읷용 묵상집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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