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 리 말

  1985년 11월 5일(화) 펜실베이아주 포코노 수양관에서 본 교단이 조직된 후 한국고신총
회 헌법을 모법으로 하여 준행해 오다가 고신 교단 설립 이념과 신앙의 유산과 전통을 유지
하되 이민교회의 특성을 살린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의 헌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1997년 제13회 총회에서 헌법을 제정 채택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1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수정 보완해야 할 필요에 의해 2012년 제 28회 총회에서 헌법수정위원이 구성되
어 많은 수고를 한 가운데 각 노회의 수의를 거쳐 2015년 제 31회 총회에서 확정됨으로 수
정헌법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헌법에는 웨스트민스트신앙고백과 대.소교리문답을 출
판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우리 신앙의 뿌리를 확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각 교회에서 가르
쳐지고 시행되어짐으로 말씀과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단이 되기를 간
절히 소망함입니다.  헌법수정위원 중 특별히 조봉환 목사님과 고 이유량 목사님 그리고 진
신덕 목사님의 많은 수고로 헌법 전문을 작성하고 이민교회의 실정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기초를 놓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영문 번역을 위해 김창년 목사님, 곽한영 목사
님, 정준영 목사님, 박경춘 목사님께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
이 번역을 했기에 용어 선택이 통일되지 않아 영문번역 전체를 감수하시고 용어통일과 함께 
수정보완해주신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헌법이 출판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신 
한국총회와 그외                (지원해주시는 교회나 개인 이름)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10월

헌법수정특별위원  우영종, 박경춘, 박순철, 김창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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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교회의 역사와 유산을 전수받아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
고, 이를 잘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하셨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
이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Kosin) 교회의 
신앙고백적 입장을 헌법의 전문에서 밝힌다.
1. 신앙과 교리
1)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다. 
2)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의한 자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
스도를 보내셔서 불의한 인간들에게 생명과 의의 길을 열어주셨다. 
3)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을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으로 계시하셨다. 초대 교회
의 신조인 사도신경은 이 신앙을 잘 요약하고 있다.
4) 중세 로마교회가 이 초대 교회의 신앙에서 탈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개혁자들을 일으
켜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를 개혁하게 하셨다.
5) 특별히 우리는 역사적인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른다. 이 전통은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의 소산들을 사상적으로 체계화하고 그 가르침을 성경적으로 더 철저하게 발전시킨 
칼빈의 신학적 입장을 의미하며,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문답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수되었다. 이 신조들은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하여 믿
어야 할 바가 무엇이며, 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
야 할지를 잘 밝혀주고 있다.
6)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신사 참배 강요와 핍박의 위협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이 개혁주의 신앙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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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런 신앙인들의 후예인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파수하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를 갈망하며, 그런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
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한다. 
8)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제사와 성전에서 자신의 언약 백성을 만나셨다. 그리나 이제
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심으로 구
약의 성전과 제사제도를 폐지하셨다. 이제 우리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
게 되었다. 
9)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고, 이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
으로 말씀(설교)과 성례(세례와 성찬)를 세우셨다. 우리는 이 방편들을 통해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자신의 기이한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덕을 기리며 찬미한다.

3. 교회 정치
우리는 교회 정치 역시 성경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개혁교회의 신조와 예배
를 따라 장로회 정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성령과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봉사
할 직분자들을 세우셨다.
2) 개교회의 치리기관인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며, 그들은 또한 노회, 그리고 총회 
등 치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3) 어떤 교회나 직분자도 다른 교회나 직분자를 어떤 방식으로든 지배할 수 없다.
4) 치리회가 내린 결정은 하나님 말씀에 일치되는 한 구속력이 있으며 그 결정에 순종해야 
한다.
5) 교회의 치리나 정치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평을 목적으로 한다.
6) 바른 교리의 수호와 함께 교회의 순결과 범죄자의 회개를 위하여 권징이 합당하게 시행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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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러한 내용은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 교회 정치 원리 8개 조에서 확인할 수 있으
며, 예배 지침, 교회 정치, 권징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다.
4. 재미 고신교회의 사명
1)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신앙을 보존하며, 이 신앙에 대한 모든 도전과 
진리를 왜곡하는 사상을 철저히 경계하고 배격한다.
2)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핵심 원리로 삼고, 예
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 끝까지 증거하는 개혁교
회를 미주뿐 아니라 세계 각처에 세우려고 한다.
3) 우리는 신사 참배를 항거한 선배들의 순교적 신앙을 따라 모든 종류의 우상숭배를 거부
하고 오직 참되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섬기며,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이 땅에 하나
님의 공의와 화평이 실현되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려고 한다.
4)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새롭게 하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소원
하며, 교인들을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主)이심을 증거하는 충실한 일꾼
으로 양육하여 세상에 파송하려고 한다.
5)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생명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기를 힘쓴다.
6) 교회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뜻임을 
인식하고 분열된 교회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성경 말씀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참되
게 고백하는 교회들과 연합하려고 한다.
7) 우리는 우리가 지향하는 개혁교회의 전통이라도 성경 말씀과 위배되는 것이 발견된다면, 
항상 정당하고 공개적인 토론과 연구를 통해 바로 잡는 지속적인 개혁에 충실할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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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성경
1. 본성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너무나 분명하게 드

러내기 때문에 사람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지만1), 이것들이 구원 얻기에 필요한 지식, 곧 하나님
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베풀지는 않는다.2)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꺼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교회를 향한 자기의 뜻을 선포하셨다.3) 그리고 그후에는 진리를 보
다 더 잘 보존하고 보급하며,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의를 대항하여 교회를 보다 확실하게 
세우고 위로하실 목적으로 그 동일한 내용을 전부 기록하게 하셨다.4) 이는 성경을 절대적으로 필요하
게 만든다.5)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뜻을 계시하시는 이전 방식은 이제 중단되었다.6)

2. 성경 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들이 들어있으니, 다음과 같다: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

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
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신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
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유다서, 요한계시
록.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책을 영감하시고 신앙과 생활의 규칙이 되게 하셨다.
3. 보통 가경이라 부르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지 않았으니 정경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권위도 없으며, 인간의 다른 글들 이상으로 달리 인정하거나 사용하지 말아
야 한다.

4. 성경의 권위는, 그것 때문에 믿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인데, 어떤 인간이나 교회의 증거가 아니라 
저자이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
아들여야 한다.

5. 우리가 교회의 증거로 감동과 인도를 받아 성경을 높게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다.7)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풍성하게 자증하는 논거로는, 내용의 천상적 성질, 교리의 유효성, 문체의 장엄성, 
1) 롬 2:14,15; 롬 1:19,20; 시 19:1-3; 롬 1:32, 2:1.
2) 고전 1:21; 2:13,14.
3) 히 1:1.
4) 잠 22:19-21; 눅 1:3,4; 롬 15:4; 마 4:4,7,10; 벧후 1:19.
5) 딤후 3:15; 벧후 1:19.
6) 히: 1:1,2.
7) 딤전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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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분의 일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전체의 의도, 구원의 유일한 길을 완전하게 전개하
는 방식, 비할 바 없는 수많은 탁월성과 성경의 전적 완전성 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오한 진
리와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한 완전한 설복과 확신은 말씀을 수단으로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 마음에 
증거를 베푸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온다.8)

6. 하나님의 자기 영광과 인간의 구원 그리고 신앙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모든 일들에 관한 하나
님의 협의 전부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합당하고 필연적인 추론을 통하여 성경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 이 성경에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이든 인간의 전통이든 어떤 것이라도 어느 때에라
도 덧붙여서는 안 된다.9) 그럼에도 우리는 성령의 내적 조명이 말씀에 계시된 바를 이해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함을 인정한다.10)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교회의 치리, 인류의 행
위와 공동체에 공통적인 사안 등은 항상 준수해야 하는 말씀의 일반 규칙들을 따라, 본성의 빛과 신
자의 분별력으로 규정해야 한다.11)

7.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자체로서 똑같이 명백하지도 않으며 만인에게 똑같이 분명하지도 않
다.12) 그러나 구원을 위하여 반드시 알고, 믿고 준수해야 할 바는 성경의 여러 곳에 아주 분명하게 
공표되었고 열려 있기 때문에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통상적인 방편을 합당하게 사용하여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13)

8. 히브리어(하나님의 옛 백성의 모국어)로 된 구약과 헬라어(신약 기록 당시에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언어)로 된 신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영감하셨고 비상한 보호와 섭리로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하셨기 때문에 진정하다.14) 그래서 종교의 모든 논쟁에서 교회는 구약과 신약에 최종적으로 호소
해야 한다.15) 그러나 성경에 대한 권리와 흥미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고 공
부할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 성경 원어를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16) 성경을 그들이 속한 각 
민족의 대중어로 번역해야 한다.17)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하고,18) 또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질 것이다.19)

9. 성경을 해석하는 정확무오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의 참되고 완전한 
의미(여럿이 아니고 하나이다)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면, 보다 분명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을 가지고 

8) 요일 2:20,27; 요 16:13,14; 고전 2:10-12; 사 59:21. 
9) 딤후 3:15-17; 갈 1:8,9; 살후 2:2.
10) 요 6:45; 고전 2:9-12. 
11) 고전 11:13,14; 14:26,40.
12) 벧후 3:16.
13) 시 119:105,130.
14) 마 5:18.
15) 사 8:20; 행 15:15; 요 5:39,46.
16) 요 5:39. 
17) 고전 14:6,9,11,12,24,27,28. 
18) 골 3:16.
19) 롬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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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고 깨달아야 한다.20)
10. 종교의 모든 논쟁들을 결정하고, 교회회의의 모든 결의, 고대 저자들의 견해, 사람의 교리와 사

사로운 영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그 판결을 승복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심판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뿐이시다.21)

2장 삼위일체 하나님
1.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22) 한 분만 계신다.23) 이 하나님께서는 존재와 완전함이 무한하시

고,24) 가장 순수한 영이시며,25) 보이지 않으시고,26) 몸이나 지체가 없으시며,27) 정욕도 없으시고.28) 
불변하시며,29) 광대하시며,30) 영원하시고,31) 불가해하시며,32) 전능하시고,33) 가장 지혜로우시며,34) 
가장 거룩하시고,35) 가장 자유로우시며,36) 가장 절대적인 분이시다.37)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38) 스스
로 가지신 불변하시고 가장 의로우신 뜻의 협의를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신다.39) 가장 사랑이 많으시
며,40)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선과 진리가 풍성하시고,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
하신다.41) 자기를 열심히 구하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다.42) 그럼에도 심판에서 가장 공의
롭고 두려우신 분이시며43), 모든 죄를 미워하고44) 범죄자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45)

20) 벧후 1:20,21; 행 15:15,16. 
21) 마 22:29,31; 엡2:20; 행28:25.
22) 살전 1:9; 렘 10:10.
23) 신 6:4; 고전 8:4,6.
24) 욥 11:7-9; 26:14.
25) 요 4:24.
26) 딤전 1:17. 
27) 신 4:15,16; 요 4:24; 눅 24:39.
28) 행 14:11,15.
29) 약 1:17; 말 3:6.
30) 왕상 8:27; 렘 23:23,24.
31) 시 90:2; 딤전 1:17.
32) 시 145:3. 
33) 창 17:1; 계 4:8.
34) 롬 16:27.
35) 사 6:3; 계 4:8.
36) 시 115:3.
37) 출 3:14. 
38) 잠 16:4; 롬 11:36.
39) 엡 1:11.
40) 요일 4:8,16.
41) 출 34: 6,7.
42) 히 11:6.
43) 느 9:32,33.
44) 시 5:5,6.
45) 느 1:2,3; 출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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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모든 생명,46) 영광,47) 선하심과48) 복을 자기 안에 가지고 계신다.49) 또한 
홀로 자신에게 자족하시며, 자기가 만드신 어떤 피조물을 필요로 하시지 않으시며,50) 저들로부터 어
떤 영광도 얻어내지 않고51) 자기 영광을 피조물 안에서 피조물을 통하여 피조물에게 나타내실 뿐이
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유일하신 근원이시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
다.52) 만물 위에 주권적 지배권을 가지고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만물을 통하여, 만물을 위하여 만
물 위에 행하신다.53) 그분 앞에는 만물이 열려있고 명백하다.54) 그분의 지식은 무한하고, 무오하며, 
피조물에 의지하지 않으시니,55) 어떤 것도 우연적이거나 불확실한 것이 없다.56) 그분은 모든 협의, 
모든 행사와 모든 명령에서 가장 거룩하시다.57) 천사와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은 그분이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하한 예배, 경배와 순종이라도 돌려드려야 한다.58)

3. 신성의 일체로 한 본질과 능력과 영원을 소유한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59) 성부께서는 태어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으며, 성자께서는 성부로부터 영원토
록 태어나시고,60)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토록 나오신다.61)

3장 하나님의 영원 작정
1.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뜻의 협의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자유롭고 불변

하게 정하셨다.62) 그렇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죄의 조성자가 아니실 뿐만 아니라,63) 피조물의 의지
에 폭력을 가한 것도 아니시며, 제 2 원인자들의 자유나 우연성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세우신다.64)

2. 하나님께서는 예상되는 모든 형편에서 일어나겠거나 일어날 수 있는 바를 아시지만,65) 장래를 

46) 요 5:26.
47) 행 7:2.
48) 시 119:68.
49) 딤전 6:15; 롬 9:5.
50) 행 17:24,25.
51) 욥 22:2,3.
52) 롬 11:36.
53) 계 4:11; 딤전 6:15; 단 4:25,35.
54) 히 4:13.
55) 롬 11:33,34; 시 147:5.
56) 행 15:18; 겔11:5.
57) 시 145: 17; 롬 7:12.
58) 계 5:12-14.
59) 요일 5:7; 마 3:16,17; 29:19; 고후 13:14.
60) 요 1:14,18.
61) 요 15:26; 갈 4:6.
62) 엡 1:11; 롬 11:33; 히 6:17; 롬 9:15,18.
63) 약 1: 13,17; 요일 1:5.
64) 행 2:23; 마 17:12; 행 4:27,28; 요 19:11; 잠 16:33.
65) 행 15:18; 삼상 23:11,12; 마 1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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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다보시거나 그런 형편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작정하시지는 않았
다.66)

3.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자기의 작정으로 어떤 사람과 천사는67) 영생으로 예정하
셨고, 다른 이들은 영사(永死)로 정하셨다.68)

4. 이렇게 예정하셨고 미리 작정한 천사들과 인간들은 개별적이고 불변하게 지정 받았다. 그래서 그
들의 수효는 고정되고 한정되었기 때문에 증감될 수 없다.69)

5.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예정된 자들을 세계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자기의 영원하고 불변한 목
적과 자기 뜻의 숨겨진 협의와 선한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선택하셨
으니,70) 그들에게서 믿음이나 선행이나 견인을 미리 보심이 없이, 혹은 피조물에게 있는 어떤 자질이
나 조건도 자기를 움직이게 하는 원인으로 삼지 않으시고71) 너그러운 은혜와 사랑만으로 하시되 이
들이 자기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게 하셨다.72) 

6.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지명하심과 동시에, 그 영광에 이르는 모든 방편들도 자기 
뜻의 영원하고 가장 너그러운 목적을 따라 미리 정하셨다.73) 그리하여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나 택함
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으며,74) 적절한 때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도록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는다. 이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믿
음을 통하여75) 의롭다 함을 받고 자녀로 입양되어 거룩하여지고 보호받는다.76) 택자 외에는 누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거나, 효력 있는 부름을 받거나 의롭다 함을 받고 자녀로 입양 받아 
거룩하게 되거나 구원을 받지 못한다.77)

7. 나머지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기뻐하시는 대로 자비를 베푸시거나 그 자비를 거두시는 자
기 뜻의 측량할 수 없는 협의를 따라, 만물 위에 가지신 자기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스러운 공의가 찬양받도록, 그들을 지나쳐버리시고 그들이 자기들의 죄로 인해 부끄러움과 진노
에 떨어지도록 작정하시기를 기뻐하셨다.78)

8. 이처럼 고귀한 신비를 담고 있는 예정 교리는 특별한 분별력과 신중함으로 다루어야 하며,79) 말

66) 롬 9: 11,13,16,18
67) 딤전 5:21; 마 25:41.
68) 롬 9:22,23; 엡 1:5,6; 잠 16:4.
69) 딤후 2:19; 요 13:18.
70) 엡 1:4,9,11; 롬 8:30; 딤후 1:9; 살전 5:9.
71) 롬 9:11,13,16; 엡 1:4,9.
72) 엡 1:6,12.
73) 벧전 1:2; 엡 1:4,5; 2:10; 살후 2:13.
74) 살전 5:9,10; 딛 2:14.
75) 벧전 1:5.
76) 롬 8:30; 엡 1:5; 살후 2:13.
77) 요 17:9; 롬 8:29-37; 요 6:64,65; 10:26; 8:47; 요일2:19.
78) 마 11:25,26; 롬 9:17,18,21,22; 딤후 2:19,20; 유 4; 벧전 2:8.
79) 롬 9:20; 11:33; 신 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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씀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효력 있는 소명의 확실성으로부터 자신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할 수 있다.80) 그리하여 이 교리는 하나님께는 찬양과 경외와 칭송의 재료가,81) 
복음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겸손, 부지런함과 풍성한 위로의 재료가 될 것이다.82)

4장 창조
1.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83) 자기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

하여84) 태초에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만물을 엿새 동안 선하게 창조하
시기를, 혹은 무(無)로부터 지으시기를 기뻐하셨다.85)

2. 하나님께서 다른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86)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을 
구비하도록 창조하시고,87) 자기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 거룩함으로 입히시어88)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89)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힘도 주셨다.90) 그러나 변할 수 있는 그들의 의
지가 자유를 허락 받음으로 범죄할 가능성 아래 있었다.91)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이 법 외에도 그들
은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92) 이 명령을 지키는 동안, 저들은 
하나님과 사귀면서 복락을 누렸고, 만물을 다스렸다.93)

5장 섭리
1.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로서 자기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로,94) 자기의 지

혜, 능력, 공의, 선하심과 자비의 영광이 찬양을 받도록95) 자기의 무오한 예지와96) 자기 뜻의 너그럽
고 불변하는 협의를 따라97) 모든 피조물과 행사들과 일들을98)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80) 벧후 1:10. 
81) 엡 1:6; 롬 11:33.
82) 롬 11:5,6,20; 벧후 1:10; 롬 8:33; 눅 10:20.
83) 히 1:2; 요 1:2,3; 창 1:2; 욥 26:13; 33:4.
84) 롬 1:20; 렘 10:12; 시 104:24; 33:5,6.
85) 창 1; 히 11:3; 골 1:16; 행 17:24.
86) 창 1:27.
87) 창 2:7; 전 12:7; 눅 23:43; 마 10:28.
88) 창 1:26; 골 3:10; 엡 4:24. 
89) 롬 2:14,15.
90) 전 7:29.
91) 창 3:6; 전 7:29. 
92) 창 2:17; 3:8-11,23.
93) 창 1:26,28.
94) 잠 15:3; 시 104:24; 145:17. 
95) 사 63:14; 엡 3:10; 롬 9:17; 창 45:7; 시 145:7.
96) 행 15:18; 시 9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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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기까지99) 보존하시고,100) 인도하시고, 조정(調整)하시고 다스리신다.
2. 제 1 원인자이신 하나님의 예지(豫智)와 작정의 관점에서 보자면, 만사가 불변하고 무오하게 일

어나지만,101) 동일한 섭리로 하나님께서는 만사가 제 2 원인자들의 본성을 따라 필연적으로나 자유롭
게나 우연적으로 일어나도록 조정하셨다.102)

3. 하나님께서는 통상적 섭리에서 방편을 사용하시지만,103) 자기의 기쁘심을 따라 그 방편 없
이,104) 또는 방편을 초월하시거나105) 상반되는 방식으로106) 자유로이 일하실 수 있다.

4.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한 선하심은 최초의 타락과 천사 및 인간
의 다른 모든 죄에까지 미치는107) 섭리에서 광범위하게 드러난다. 즉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108) 다양
한 처분으로 자기의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109) 이 모든 일들을 가장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한하고110) 
때로는 조정하고 통치한다. 그러함에도 모든 허물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피조물에게서 비롯된다. 하
나님께서는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조성자나 승인자가 아니며 그렇게 될 수도 없으시
다.111)

5. 가장 지혜로우시며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자기 자녀들을 여러 가지 시험
과 그들의 마음의 부패에 잠시 내버려두신다. 그리하여 그들의 이전 죄를 징계하거나 부패의 숨겨진 
힘과 마음의 거짓됨을 발견하게 하시어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시며 112), 또 그들이 도움을 바라며 더
욱 친밀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장래의 모든 범죄의 기회를 대항하고 다른 의롭고 거룩
한 목적들을 바라며 더욱 더 경성하게 하신다.113)

6.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완악하고 불경한 자들이 이전의 죄로 인하여 눈이 멀어지
게 하시고 강퍅하게 만드시는데114), 이들에게는 지각이 밝아지게 하거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허
락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115) 때로는 그들이 가진 재능까지 빼앗으시고116) 그들의 부패성이 죄의 

97) 엡 1:11; 시 33:10,11. 
98) 단 4:34,35; 시 135:6; 행 17: 25,26,28; 욥 38; 39; 40; 41.
99) 마 10:29-31. 
100) 히 1:3.
101) 행 2:23.
102) 창 8:22; 렘 31:35; 출 21:13; 신 19:5; 왕상 22:28,32; 사 10:6,7.
103) 행 27:31,44; 사 55:10,11; 호 2:21,22.
104) 호 1:7; 마 4:4; 욥 34:10.
105) 롬 4:19-21.
106) 왕하 6:6; 단 3:27.
107) 롬 11:32-34; 삼하 24:1; 대상 21:1; 왕상 22:22,23; 대상 10:4,13,14; 삼하 16:10; 행 2:23; 4:27,28.
108) 행 14:16.
109) 창 50:20; 사 10: 6,7,12.
110) 시 76:10; 왕하 19:28.
111) 약 1:13,14,17; 요일 2:16; 시 50:21.
112) 대하 32:25,26,31; 삼하 24:1.
113) 고후 12:7-9; 시 73; 77:1,10,12; 막 14:66-72; 요 21:15-17.
114) 롬 1:24,26,28; 11:7,8.
115) 신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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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로 삼는 대상들에 내어버리시고117) 그들을 정욕과 세상의 시험과 사탄의 능력에 넘겨주신다.118)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이들을 부드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편 아래 있으면서도, 스스로 강퍅하여진
다.119)

7.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만물에 미치듯이, 그것은 가장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보
호하고, 모든 것들이 교회의 선을 이루게 하신다.120)

6장 인간의 타락, 죄와 그 징벌
1. 우리의 첫 조상은 사탄의 간계와 유혹에 넘어가 금지된 실과를 먹어 죄를 지었다.121) 그들의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목적으로 조정(調整)하신 후, 자기의 지혜롭고 거룩한 작정을 따라 
허용하시기를 기뻐하셨다.122)

2. 이 죄로 그들은 원래의 의(原義)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타락하였고123) 죄로 인하여 죽었으
며124)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과 부분이 전적으로 더러워졌다.125)

3. 그들은 온 인류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 죄의 죄책은 전가되었고,126) 죄 안에서 동일한 사망과 부
패한 본성은 통상적 출산에 의해 그들에게서 태어난 모든 후손들에게 전수되었다.127)

4. 인간은 원래의 부패로 말미암아 모든 선을 전적으로 꺼리고 그것을 행할 수 없으며 저항하고128) 
전적으로 모든 악에 이끌리며129), 이 원래의 부패로부터 모든 자범죄가 나온다.130)

5. 본성의 부패는 중생 받은 자들 안에도 현세 동안에는 남아있다.131) 이 부패가 그리스도로 말미
암아 용서 받고 죽임을 당했지만, 부패 자체와 그 모든 충동은 참으로 그리고 당연하게 죄이다.132)

6. 원죄이든 자범죄이든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을 범하는 것이며 율법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133) 본질상 죄인에게 죄책을 안겨준다.134) 이로써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135) 율법의 저주

116) 마 13:12; 25:29.
117) 신 2:30; 왕하 8:12,13.
118) 시 81:11,12; 살후 2:10-12.
119) 출 7:3; 8:15,32. 고후 2:15,16; 사 8:14; 벧전 2:7,8; 사 6:9,10; 행 28:26,27.
120) 딤전 4:10; 암 9:8,9; 롬 8:28; 사 43:3-5,14.
121) 창 3:13; 고후 11:3. 
122) 롬 11:32.
123) 창 3:6-8; 전 7:29; 롬 3:23.
124) 창 2:17; 엡 2:1.
125) 딛 1:15; 창 6:5; 렘 17:9; 롬 3:10-18.
126) 창 1:27,28; 2:16,17; 행 17:26; 롬 5:12,15-19; 고전 15:21,22,49.
127) 시 51:5; 창 5:3; 욥 14:4; 15:14.
128) 롬 5:6; 8:7; 7:18; 골 1:21.
129) 창 6:5; 8:21; 롬 3:10-12.
130) 약 1:14,15; 엡 2:2,3; 마 15:19.
131) 요일 1:8,10; 롬 7:14,17,18,23; 약 3:2; 잠 20:9; 전 7:20.
132) 롬 7:5,7,8,25; 갈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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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136) 넘겨져 영적이고137) 현세적이고138) 영원한139) 모든 비참을 동반하는 사망에 처하게 되었
다.140)

7장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
1.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성적 피조물은 창조주인 그분에게 순종해

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발적으로 눈높이를 낮추지 않고는 하나님을 그들
의 복락과 상급으로 향유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기꺼이 표현하셨
다.141)

2.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은 첫 언약은 행위언약이었다.142) 이 언약에서는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
을 조건으로143)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생명을 약속하셨다.144) 

3. 인간이 타락하여 그 언약으로는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은혜언약이라 불리는 두 번째 언약을 기꺼이 세우셨다.145) 이 언약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예
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과 구원을 조건 없이 제시하시고,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믿음을 요구하
시고,146) 생명으로 예정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믿고자 하며 또 믿을 수 
있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다.147)

4. 은혜언약은 성경에서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나오는데, 이는 유언주(遺言主)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원한 유산, 그리고 이 유산에 속하여 언약으로 상속 받는 모든 것들과 관련한다.148)

5. 이 언약은 율법시대와 복음시대에 다르게 시행되었다.149) 율법 시대에서는 약속, 예언, 제사, 할
례, 유월절 어린양, 그리고 유대 백성에게 주신 여타 모형과 규례로 시행되었다. 이것들은 오실 메시
야를 예표하였고150) 성령의 사역으로 그 시대에 택자들로 하여금 약속된 메시야를 믿도록 교훈하고 

133) 요일 3:4. 
134) 롬 2:15; 3:9,19.
135) 엡 2:3.
136) 갈 3:10.
137) 엡 4:18.
138) 롬 8:20; 애 3:39.
139) 마 25:41; 살후 1:9.
140) 롬 6:23.
141) 사 40:13-17; 욥 9:32,33; 삼상 2:25; 시 113:5,6; 100:2,3; 욥 22:2,3; 35:7,8; 눅 17:10; 행 17: 24,25.
142) 갈 3:12.
143) 창 2:17; 갈 3:10.
144) 롬 10:5; 5:12-20.
145) 갈 3:20~21; 롬 8:3; 3:20,21; 창 3:15; 사 42:6.
146) 막 16:15,16; 요 3:16; 롬 10:6,9; 갈 3:11.
147) 겔 36:26,27; 요 6:44,45.
148) 히 9:15-17; 7:22; 눅 22:10~20; 고전 11:25.
149) 고후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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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기에 충분하고 효과적이었다.151) 메시야로 인하여 택자들은 완전한 사죄와 영생을 받았으니, 이 
언약은 구약이라 불린다.152)

6.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복음 시대에는153) 말씀의 설교 그리고 세례와 성찬 성례 집행
이 이 언약을 배포(配布)하는 규례이다.154) 이 규례들은 그 수효가 상대적으로 적고 보다 단순하고 
외적 영광이 덜한 방식으로 시행되지만, 그 안에서 언약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민족에게155) 
보다 풍성하며 증거가 분명하고 영적으로도 효과적으로 제시되니,156) 곧 신약이라 부른다.157) 그러므
로 본체가 다른 두 은혜언약이 아니라 배포만 다른 동일한 하나의 언약만이 있다.158)

8장 중보자 그리스도
1.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목적으로 자기의 독생자 주 예수님을 자기와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159) 선

지자와160) 제사장과161) 왕으로,162) 교회의 머리와 구주로,163) 만물의 상속자와164) 세상의 심판주
로165) 선택하고 세우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의 씨가 되고,166) 정한 때에 이분으로 말미
암아 구속과 소명과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받게 하실 한 백성을 이분에게 영원 전에 주셨다.167)

2.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한 본성을 가지시고 동등하셨지만, 때가 차매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는데168) 인성의 모든 본질적 속성
과 인간에게 공통된 연약함까지 지니셨으나 죄는 없으시다.169) 이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
아의 태에서 마리아의 본체로부터 잉태되셨다.170) 그러므로 온전하고 완전하며 구별되는 이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은 전환이나 합성이나 혼합이 아니라 한 위격 안에서 불가분리적으로 함께 결합하였
150) 히 8-10; 롬 4:11; 골 2:11,12; 고전 5:7.
151) 고전 10:1-4; 히 11:13; 요 8:56.
152) 갈 3:7-9,14.
153) 골 2:17.
154) 마 28:19,20; 고전 11:23-25.
155) 마 28:19; 엡 2:15-19.
156) 히 12:22-27; 렘 31:31-34. 
157) 눅 22:20.
158) 갈 3:14,16; 행 15:11; 롬 3:21-23,30; 시 32:1; 롬 4:3,6,16,17,23,24; 히 13:8.
159) 사 42:1; 벧전 1:19,20; 요 3:16; 딤전 2:5. 
160) 행 3:22.
161) 히 5:5,6.
162) 시 2:6; 눅 1:33.
163) 엡 5:23.
164) 히 1:2.
165) 행 17:31.
166) 요 17:6; 시 22:30; 사 53:10.
167) 딤전 2:6; 사 55:4,5; 고전 1:30.
168) 요 1:1,14; 요일 5:20; 빌 2:6; 갈 4:4.
169) 히 2:14,16,17; 4:15.
170) 눅 1:27,31,35; 갈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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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71) 이 위격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시지만, 그럼에도 한 분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172)

3. 주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신성과 연합한 인성에서 성령으로 한량없이 거룩하여 지셨고 기름 부음
을 받았다.173)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셨으니174)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셨으니175), 이는 예수님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
어176), 중보자와 보증의 직무를 수행하시기에 완전하게 구비되도록 하시려는 목적을 위함이었다.177) 
예수님은 이 직무를 스스로 지신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과 심판을 그의 손에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
하라고 명령하신178) 아버지로부터 이 직무로 부르심을 받았다.179)

4. 주 예수님께서는 이 직무를 아주 기꺼이 맡으셨다.180) 그 직무를 실행하시려고 율법 아래 나셔
서181) 그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셨다.182) 영혼으로는 직접 가장 극심한 고뇌를,183) 몸으로는 가장 괴
로운 고난을 감내하고184),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185), 매장되셨고 사망의 권세 아래 계셨으나 썩음
을 보시지는 않았고186), 제 삼일에는 고난 받으신 그 동일한 몸으로187)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
셨다.188) 또한 그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셨고 아버지의 우편에 좌정하시사189) 중보기도하고 계신
다.190) 그리고 세상 끝날에는 사람과 천사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191)

5. 주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기의 완전한 순종과 
자기 희생으로 아버지의 공의를 완전히 속상(贖償)하셨고192),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이들을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업까지 획득하셨다.193)

171) 눅 1:35; 골 2:9.
172) 롬 1:3,4; 딤전 2:5.
173) 시 45:7; 요 3:34.
174) 골 2:3.
175) 골 1:19.
176) 히 7:26; 요 1:14.
177) 행 10:38; 히 12:24; 7:22.
178) 요 5:22,27; 마 28:18; 행 2:36.
179) 히 5:4,5.
180) 시 40:7,8; 히 5:5-10; 요 10:18; 빌 2:8.
181) 갈 4:4.
182) 마 3:15; 5:17.
183) 마 26:37,38; 눅 22:44; 마27:46.
184) 마 26; 27~28
185) 빌 2:8
186) 행 2:23,24,27; 13:37; 롬 6:9.
187) 요 20:25,27.
188) 고전 15:3,4.
189) 막 16:19.
190) 롬 8:34; 히 9:24; 7:25.
191) 롬 14:9,10; 행 1:11; 10:42; 마 13:40-42; 유 6; 벧후 2:4.
192) 롬 5:19; 히 9:14,16; 10:14; 엡 5:2; 롬 3:25,26.
193) 단 9:24,26; 골 1:19,20; 엡 1:11,14; 요 17:2; 히 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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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리스도께서는 성육하신 이후에야 구속 사역을 실제로 이루셨지만, 구속의 힘, 효력과 은덕들은 
택자들에게 태초부터 모든 시대에 걸쳐 연속적으로 약속, 예표와 희생 제사에 의해, 그것들 안에서 전
달되었는데, 그것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인의 후손으로, 창세로부터 죽
임을 당한 어린양으로,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으로 계시되고 예시되었다.194)

7.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사역에서 양성(兩性)을 따라 각 본성에 고유한 일을 그 본성으로 행하셨
다.195) 그러나 위격의 일체성의 연고로 한 본성에 고유한 바가 성경에서 때로는 다른 본성으로 일컬
어지는 위격에 돌려지기도 한다.196)

8.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위하여 구속을 획득하신 모든 자들에게 그 구속을 확실하고 효력 있게 
적용하시고 전달하신다.197) 곧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시며198)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
하여 구원의 비밀을 계시하시며199), 자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게 설득하시어 그들이 믿고 순종
하게 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시며200),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전능하신 권세와 
지혜로, 자기의 기이하고 측량할 수 없는 경륜에 가장 잘 상응하는 방식과 방도로 정복하신다.201)

9장 자유의지
1.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지에다 본성적 자유를 부여하셨는데, 이 의지는 강제당하거나 본성의 어

떤 절대적 필연성 때문에 선 혹은 악을 지향하도록 결정되어 있지 않았다.202)
2. 인간은 순전한 상태에서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의지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

력을 가졌으나,203) 가변적이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타락할 수도 있었다.204)
3. 인간은 죄의 상태로 타락하여 구원을 수반하는 어떤 영적 선을 향한 의지의 모든 능력을 전적으

로 잃어버렸다.205) 그래서 본성적 인간은 선을 철저하게 싫어하고206) 죄로 죽었기 때문에207) 스스로
의 힘으로는 자신을 돌이킬 수 없고 그것을 위해 자기를 준비시킬 수 없다.208)

194) 갈 4:4,5; 창 3:15; 계 13:8; 히13:8.
195) 히 9:14; 벧전 3:18.
196) 행 20:28; 요 3:13; 요일 3:16.
197) 요 6:37,39; 10:15,16.
198) 요일 2:1,2; 롬 8:34.
199) 요 15:13,15; 엡 1:7-9; 요 17:6.
200) 요 14:16; 히 12:2; 고후 4:13; 롬 8:9,14; 15:18,19; 요 17:17.
201) 시 110:1; 고전 15:25,26; 말 4:2,3; 골 2:15.
202) 마 17:12; 약 1:14; 신 30:19.
203) 전 7:29; 창 1:26.
204) 창 2:16,17; 3:6.
205) 롬 5:6; 8:7; 요 15:5.
206) 롬 3:10,12.
207) 엡 2:1,5; 골 2:13.
208) 요 6:44,45; 엡 2:2-5; 고전 2:14; 딛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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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키고 은혜의 상태로 옮기시면, 죄 아래 처한 본성적 속박에서 그를 해
방시키시고209) 오직 자기의 은혜로 그에게 능력을 주사 그가 영적으로 선한 일에 의지하고 행할 수 
있게 하신다.210)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 때문에 죄인은 온전히 혹은 오로지 선한 일만을 의
지하지 않고 악한 일에도 또한 의지한다.211)

5. 인간의 의지는 영광의 상태에서만 완전하고 변함없이 자유롭게 되어 선을 행할 수 있다.212)

10장 효력 있는 소명
1.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예정하신 모든 이들, 그리고 이들만을 자기가 정하시고 용납하신 때에 이

들이 본성적으로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으로213)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214) 효력 있게 부르기를 기뻐하신다.215) 이들의 생각을 조명하시사 하나님의 
일을 영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알게 하시고216)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시
고,217)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을 향하도록 정하시고218) 효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219) 그렇지만 그들은 은혜로 인하여 기꺼이 자원하게 되어 아주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220)

2. 이 효력 있는 소명은 결코 인간 속에 미리 보여진 어떤 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값없고 특
별한 은혜에서 나온다.221) 인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되고 새롭게 될 때까지 이 선행에서 완전히 
피동적이며222)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되고 새롭게 되어야 이 소명에 응답할 수 있으며 소명에 제공
되고 전달된 은혜를 포옹할 수 있다.223)

3. 유아 때 죽은 택함 받은 아이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식을 따라 일하시는 
성령으로224)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는다.225) 이것은 말씀의 사역으로 외적 소명을 받기가 불가능

209) 골 1:13; 요 8:34,36.
210) 빌 2:13; 롬 6:18,22.
211) 갈 5:17; 롬 7:15,18,19,21,23.
212) 엡 4:13; 히 12:23; 요일 3:2; 유 24.
213) 롬 8:2; 엡 2:1-5; 딤후 1:9,10. 
214) 살후 2:13,14; 고후 3:3,6.
215) 롬 8:30; 11:7; 엡 1:10,11.
216) 행 26:18; 고전 2:10,12; 엡 1:17,18.
217) 겔 36:26.
218) 겔 11:19; 빌 2:13; 신 30:6; 겔 36:27.
219) 엡 1:19; 요 4:44,45.
220) 아 1:4; 시 110:3; 요 6:37; 롬 6:16-18.
221) 딤후 1:9; 딛 3:4,5; 엡 2:4,5,8,9; 롬 9:11.
222) 고전 2:14; 롬 8:7; 엡 2:5.
223) 요 6:37; 겔 36:27; 요 5:25.
224) 요 3:8.
225) 눅 18:15,16; 행 2:38,39; 요 3:3,5; 요일 5:12; 롬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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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택자들에게도 해당된다.226)
4. 말씀의 사역으로써 소명을 받고227) 성령의 공통적인 활동을 어느 정도 받은 자들이라도 택함을 

받지 않았다면228) 결코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나가지 않으며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229) 하물며 
기독교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이들은 어떤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구원 받을 수 없다. 그들이 제아무리 
자신의 삶을 본성의 빛과 자기들이 고백하는 종교의 법을 따라 성실하게 꾸려나간다 하더라도 역시 
그러하다.230) 이들이 구원 받을 수 있다고 공언하고 주장하는 일은 매우 해롭고 가증스럽다.231)

11장 칭의
1. 하나님께서는 효력 있게 불러주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게 하는데232), 이들에게 의를 주입함

으로써가 아니라,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들을 의로운 자로 용납하심으로써 의롭게 하신다. 이는 
이들 속에 행한 바나 이들이 이룬 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덕분 때문이다. 또 믿음 자체, 믿는 행위나 
혹은 어떤 복음적인 순종을 그들의 의로 여겨 그들에게 전가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
상을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이루신다.233) 믿음으로 이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 의지한다. 이 
믿음은 이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234)

2.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 의지하게 하는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도구이다.235) 그러나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에게 이 믿음만 있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다른 은혜들이 항상 이 믿음을 
동반한다. 즉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한다.236)

3.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순종하시고 죽으심으로 의롭게 하신 모든 이들의 죄의 빚을 다 갚아 주셨
고, 이들을 대신하여 아버지의 공의를 적절하고 실제로 완전히 속상하셨다.237)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
분을 그들에게 주셨고,238) 그들 속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 대신에 값없이 그분의 순종과 속상
을 용납하신 만큼,239) 그들의 칭의는 오직 값없는 은혜에서 난 것이다.240) 이는 하나님의 엄정한 공

226) 요일 5:12; 행 4:12; 
227) 마 22:14.
228) 마 7:22; 13:20,21; 히 6:4,5.
229) 요 6:64-66; 8:24.
230) 행 4:12; 요 14:6; 엡 2:12; 요 4:22; 17:3.
231) 요이 9-11; 고전 16:22; 갈 1:6-8.
232) 롬 8:30; 3:24.
233) 롬 4:5-8; 고후 5:19,21; 롬 3:22,24,25,27,28; 딛 3:5,7; 엡 1:7; 렘 23:6; 고전 1:30,31; 롬 5: 17-19.
234) 행 10:44; 갈 2:16; 빌 3:9; 행 13:38,39; 엡 2:7,8.
235) 요 1:12; 롬 3:28; 5:1. 
236) 약 2:17,22,26; 갈 5:6
237) 롬 5:8-10,19; 딤전 2:5,6; 히 10:10,14; 단 9:24,26; 사 53:4-6,10-12
238) 롬 8:32.
239) 고후 5:21; 마 3:17; 엡 5:2. 
240) 롬 3:24; 엡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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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 풍성한 은혜가 죄인들의 칭의를 통하여 영광 받게 하기 위함이다.241)
4.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택자들을 의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242)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차매 그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들의 칭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243) 그럼에도 성령께서 적정한 때
에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실제로 연합시켜 주시기 전까지는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244)

5.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의 죄를 계속 용서하신다.245) 그들이 칭의 상태로부터 타락
할 수는 없지만,246)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불쾌함을 살 수는 있다.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여지고 죄를 고백하고 사죄를 구하며 믿음과 회개를 갱신하여야 아버지의 얼굴 광채가 그들에
게 회복될 것이다.247)

6. 옛 언약 시대 신자들의 칭의는 이 모든 면에서 새 언약 시대 신자들의 칭의와 하나이며 동일하
다.248)

12장 양자됨
1.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된 모든 이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분 때문에 양자가 되

는 은혜에 참여자가 되게 허락하신다.249)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며 자녀의 자유
와 특권을 누리며,250)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붙여지며,251) 양자의 영을 받으며,252) 은혜의 보좌
에 담대히 나아가,253)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254) 불쌍히 여김과255) 보호를 받으며,256) 필
요한 것을 공급받고,257) 아비로부터 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만,258)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259) 오히려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고,260)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261) 약속을 유업으로 
241) 롬 3:26; 엡 2:7.
242) 갈 3:8; 벧전 1:2,19,20; 롬 8:30.
243) 갈 4:4; 딤전 2:6; 롬 4:25.
244) 골 1:21,22; 갈 2:16; 딛 3:4-7.
245) 마 6:12; 요일 1:7,9; 2:1,2. 
246) 눅 22: 32; 요 10:28; 히 10:14.
247) 시 89:31-33; 51:7-12; 32:5; 마 26:75; 고전 11:30,32; 눅1:20. 
248) 갈 3:9,13,14; 롬 4:22-24; 히 13:8.
249) 엡 1:5; 갈 4:4,5.
250) 롬 8:17; 요 1:12.
251) 렘 14:9; 고후 6:18; 계 3:12.
252) 롬 8:15.
253) 엡 3:12; 롬 5:2.
254) 갈 4:6. 
255) 시 103:13.
256) 잠 14:26.
257) 마 6:30,32; 벧전 5:7.
258) 히 12:6.
259) 애 3:31.
260) 엡 4:30.
261) 벧전 1:3,4 히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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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262)

13장 성화
1.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아 거듭난 자들은 그들 속에 새 마음과 새 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다

음에는 실제적이고 인격적으로 성화된다.263) 그들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
아264)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 덕분에 죄의 몸이 주관치 못하며265), 그 몸의 정욕들은 점점 
약화되고 죽으며,266) 그들은 모든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267) 점점 더 소생하고 강건케 되어 참 거룩
을 실천하게 되는데, 이 거룩함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주님을 뵐 수 없다.268)

2. 이 성화는 인격 전체에 걸쳐 일어나나269), 현세에서는 불완전하다. 모든 지체에 부패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어서270) 계속적이고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이 거기서 일어나니, 곧 육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을 거스른다.271)

3. 그 전쟁에서 부패의 잔재가 한동안 훨씬 우세할 수도 있지만,272) 중생한 부분이 거룩하게 하시
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공급하는 힘으로 이긴다.273) 그래서 성도들은 은혜로 자라가며,274)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성해 간다.275)

14장 구원에 이르는 믿음
1. 믿음의 은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택자들이 믿어 자기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데276)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행하시는 사역이다.277) 이 은혜는 보통 말씀의 사역으로 일어난다.278) 또한 
말씀의 사역과 성례의 시행과 기도로 믿음은 커지며 강화된다.279)

262) 히 6:12.
263) 고전 6:11; 행 20:32; 빌 3:10; 롬 6:5,6.
264) 요 17:17; 엡 5:26; 살후 2:13.
265) 롬 6:6,14.
266) 갈 5:24; 롬 8:13.
267) 골 1:11; 엡 3:16-19.
268) 고후 7:1; 히 12:14.
269) 살전 5:23.
270) 요일 1:10; 롬 7:18,23; 빌 3:12.
271) 갈 5:17; 벧전 2:11.
272) 롬 7:23.
273) 롬 6:14; 요일 5:4; 엡 4:15,16.
274) 벧후 3:18; 고후 3:18.
275) 고후 7:1.
276) 히 10:39.
277) 고후 4:13; 엡 1:17-19; 2:8.
278) 롬 1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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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믿음으로 신자는 말씀에 계시된 것마다 참되다고 믿으니, 하나님 그분의 권위가 그 속에서 말
씀하시기 때문이며,280) 각 부분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각각 다르게 응답하는데, 즉 계명에는 
순종하고,281) 엄정한 경고에는 두려워 떨며,282) 현세와 내세에 미치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아들인
다.283) 그러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주된 행위들은 은혜언약의 덕분에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받으며 의지하는 것이다.284)

3. 이 믿음은 정도가 다르며 약하거나 강할 수 있고,285) 자주 여러 형태로 공격을 받아 약해지기도 
하지만, 최후 승리를 얻는다.286) 이 믿음은 많은 이들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287)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한 확실성을 얻을 때까지 자라간다.288)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
1.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인데,289)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

음 사역자들은 이 교리를 전파하여야 한다.290)
2. 이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기의 죄가 위험할 뿐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거

룩하신 본성과 의로우신 율법에 배치되는 것을 보고 느끼며, 또한 뉘우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
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달아 자기의 죄를 슬퍼하며 미워하고 결국 그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291),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길에서 그분과 동행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매
진한다.292)

3. 회개는 죄에 대한 어떤 속상이나 사죄의 원인이라고 의지할 수 없고,293)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사이지만,294) 모든 죄인에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는 누
구도 사죄를 기대할 수 없다.295) 

279) 벧전 2:2; 행 20:32; 롬 4:11; 눅 17:5; 롬 1:16,17.
280) 요 4:42; 살전 2:13; 요일 5:10; 행 24:14.
281) 롬 16:26.
282) 사 66:2.
283) 히 11:13; 딤전 4:8.
284) 요 1:12; 행 16:31; 갈 2:20; 행 15:11.
285) 히 5:13,14; 롬 4:19,20; 마 6:30; 8:10.
286) 눅 22:31,32; 엡 6:16; 요일 5:4,5.
287) 히 12:2.
288) 히 6:11,12; 10:22; 골 2:2.
289) 슥 12:10; 행 11:18.
290) 눅 24:47; 막 1:15; 행 20:21.
291) 겔 18:30,31; 36:31; 사 30:22; 시 51:4; 렘 31:18,19; 욜 2:12,13; 암 5:15; 시 119:128; 
고후 7:11
292) 시 119:6,59,106; 눅 1:6; 왕하 23:25.
293) 겔 36:31,32; 16:61-63.
294) 호 14:2,4; 롬 3:24; 엡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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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무리 작아도 심판 받지 않는 죄가 없는 것과 같이,296) 아무리 커도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심판을 임하게 할 수 있는 죄는 없다.297)

5. 일반적인 회개로 만족하지 말고 구체적인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하려고 애쓰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298)

6. 누구든지 하나님께 범한 자신의 죄를 사적으로 고백하고 사죄를 간구하여야 하며,299) 그 간구와 
동시에 죄를 버림으로 자비를 얻을 것이다.300) 이와 마찬가지로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에 걸림돌을 
놓은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사적이거나 공적인 고백과 애통함으로 피해자들에게 자기의 회개를 표시해
야 하며,301) 이로써 피해자들은 그와 화해하고 그를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302)

16장 선행
1. 선행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말씀에 명령하신 것뿐이지303) 사람이 말씀의 근거 없이 

맹목적 열심이나 어떤 선한 동기를 구실로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304)
2.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행하는 이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요 증거이다.305) 그

리고 신자들은 선행으로 자기들의 감사를 드러내고,306) 확신을 굳게 하며,307) 형제의 덕을 세우
고,308) 복음의 고백을 단장하며,309) 대적들의 입을 막으며,310)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311) 그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아,312)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 결국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313)

3. 그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은 결코 그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에게서 나온
다.314) 또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으려면 이미 받은 은혜 외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들 안에 

295) 눅 13:3,5; 행 17:30,31.
296) 롬 6:23; 5:12; 마 12:36.
297) 사 55:7; 롬 8:1; 사 1:16,18.
298) 시 19:13; 눅 19:8; 딤전 1:13,15.
299) 시 51:4,5,7,9,14; 32:5,6.
300) 잠 28:13; 요일 1:9.
301) 약 5:16; 눅 17:3,4; 수 7:19; 시 51.
302) 고후 2:8.
303) 미 6:8; 롬 12:2; 히 13:21.
304) 마 15:9; 사 29:13; 벧전 1:18; 롬 10:2; 요 16:2; 삼상 15:21-23
305) 약 2:18,22. 
306) 시 116:12,13, 벧전 2:9. 
307) 요일 2:3,5; 벧후 1:5-10.
308) 고후 9:2; 마 5:16.
309) 딛 2:5,9-12; 딤전 6:1.
310) 벧전 2:15.
311) 벧전 2:12; 빌 1:11; 요 15:8.
312) 엡 2:10.
313) 롬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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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하고 행하게 하시는 동일한 성령의 실제적 영향이 있어야 한다.315) 그러나 성령이 특별하게 움직
여 주시지 않으면 어떤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나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불러일으켜야 한다.316)

4. 현세에서 가능한 최고도의 순종에 도달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해야 할 일들 이상을 행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이상을 행할 수 없다. 이처럼 그들은 의무로 행하여야 하는 일들의 수준에
도 많이 미달한다.317)

5. 우리는 최선의 행위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사죄나 영생을 받을 공로를 세울 수 없다. 곧 그 행위와 
내세의 영광 사이에 큰 불균형이 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엄청난 간격이 있기 때문이니, 우리는 
그 행위로써 하나님께 이득을 드리거나 이전에 범한 죄의 빚을 갚을 수도 없다.318) 그러나 우리가 행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였다면, 행해야 하는 의무를 행한 것뿐이요 우리는 무익한 종에 불과하
며319), 그 행위가 선하다면 선행은 성령에게서 나온다.320) 우리가 선을 행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행위
인 만큼 아주 많은 연약과 불완전으로 더렵혀지고 뒤섞여 있어서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321)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 각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납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 또한 그
분 안에서 용납 받을 것이다.322) 이는 그들이 현세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적으로 무흠하다거나 책
망할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323)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안에서 그들을 보시면서 연약과 불완전이 
많아도 진실한 마음으로 행한 선행을 기쁘게 용납하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이다.324)

7. 중생받지 못한 자들의 행위가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일 수도 있고, 자신과 남에게 
유익할 수도 있을 것이다.325) 그렇지만 그 행위가 믿음으로 깨끗해진 마음에서 나오지 않으며,326) 말
씀을 따라327) 올바른 방식으로 행해지지도 않으며 올바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도 
아니다.328) 그러므로 그 행위는 죄스러운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적합하게 만들지도 못한다.329) 그러함에도 그들이 선행을 소홀히 행하면 더 죄스러운 일이요 

314) 요 15:4-6; 겔 36:26,27.
315) 빌 2:13; 4:13; 고후 3:5.
316) 빌 2:12; 히 6:11,l2; 벧후 1:3,5,10,11; 사 64:7; 딤후 1:6; 행 26:6,7; 유 20,21.
317) 눅 17:10; 느 13:22; 욥 9:2,3; 갈 5:17.
318) 롬 3:20; 4:2,4,6; 엡 2:8,9; 딛 3:5-7; 롬 8:18; 시 16:2; 욥 22:2,3; 35:7,8.
319) 눅 17:10.
320) 갈 5:22,23.
321) 사 64:6; 갈 5:17; 롬 7:15,18; 시 143:2; 130:3.
322) 엡 1:6; 벧전 2:5; 출 28:38; 창 4:4; 히 11:4.
323) 욥 9:20; 시 143:2.
324) 히 13:20,21; 고후 8:12; 히 6:10; 마 25:21,23.
325) 왕하 10:30,31; 왕상 21:27,29; 빌 1:15,16,18.
326) 창 4:5; 히 11:4,6.
327) 고전 13:3; 사 1:12.
328) 마 6:2,5,16.
329) 학 2:14; 딛 1:15; 암 5:21,22; 호 1:4; 롬 9:16; 딛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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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을 더 불쾌하게 한다.330)

17장 성도의 견인
1.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용납하시고 성령으로 효력 있게 불러 성화시킨 자들

은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은혜의 상태 가운데서 세상 끝날까지 
확실하게 견디며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331)

2. 성도의 견인은 그들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선택 작정의 불변성에 달려있다. 즉 이 불변성은 성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며332)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
력에 기초하고 있고333), 성령의 내주와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의 내재,334) 그리고 은혜언약의 
본질에 의존한다.335) 이 모두로부터 성도의 견인의 확실성과 무오성이 비롯된다.336)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사탄과 세상의 유혹과 그들 안에 남아 있는 부패성의 우세와 자신
들을 견인하게 하는 방편을 소홀히 함으로 비통한 죄에 빠지며,337) 한동안 그 죄에 머물기도 한
다.338) 그리하여 하나님을 노엽게 하며339) 성령을 탄식하게 하여340) 그분들의 은혜와 위로를 어느 
정도 빼앗기고,341) 마음이 강퍅하여지고,342) 자기 양심에 상처를 입고343), 남을 해치고 넘어지게 하
며,344) 일시적인 심판을 자기 위에 불러온다.345)

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
1. 위선자와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고 구원받았다는 거짓 소망과 육적인 자

부심으로 스스로를 허탄하게 속이겠지만,346) 그들의 소망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347) 그러나 주 예수

330) 시 14:4; 36:3; 욥 21:14,15; 마 25:41-43,45; 23:23.
331) 빌 1:6; 벧후 1:10; 요 10:28,29; 요일 3:9; 벧전 1:5,9.
332) 딤후 2:18,19; 렘 31:3
333) 히 10:10,14; 13:20,21; 9:12-15; 롬 8:33-39; 요 17:11,24; 눅 22:32; 히 7:25.
334) 요 14:16,17; 요일 2:27; 3:9.
335) 렘 32:40.
336) 요 10:28; 살후 3:3; 요일 2:19.
337) 마 26:70,72,74.
338) 시 51:14.
339) 사 64:5,7,9; 삼하 11:27.
340) 엡 4:30.
341) 시 51:8,10,12; 계 2:4; 아 5:2-4,6.
342) 사 63:17; 막 6:52; 16:14.
343) 시 32: 3,4; 51:8.
344) 삼하 12:14.
345) 시 89:31,32; 고전 11:32.
346) 욥 8:13,14; 미 3:11; 신 29:19; 요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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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을 참되게 믿으며 그분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그분 앞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기를 애쓰는 자들
은,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서있다는 사실을 현세에서 확신하며,348)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
워할 수 있으니, 이 소망은 그들로 하여금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349)

2. 이 확신은 그릇된 소망에 근거한 한갓 억측이나 그럴싸한 신념이 아니라,350) 틀림없는 믿음의 
확신으로서 구원의 약속들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와351) 이 약속들이 겨냥하는 은혜의 내적 증거와352)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양자의 영의 증거에 기초하였으니353), 
이 성령은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게 하는 우리 유업의 보증이시다.354)

3. 틀림없는 이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는 않으나, 참 신자는 오래 기다리며 많은 어려움을 겪
은 후에야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355) 하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바를 성령께서 그에게 알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비상한 계시가 없어도 통상적 방편을 적절히 사용하여 그 확신에 이를 수 있
다.356) 그러므로 신자 각자는 온갖 열심을 다하여 자신의 소명과 선택을 굳게 할 의무를 진다.357) 이
로써 그의 마음에는 성령 안에 있는 화평과 희락,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순종의 의무를 다하는 
힘과 즐거움이 증대하리니,358) 곧 확신에 속한 적합한 열매들이다. 확신이 사람을 결코 해이하게 만
들지 않는다.359)

4. 참 신자는 구원의 확신을 다양한 방식으로 흔들고, 약화시키고, 일시 중단시킬 수도 있다. 이는 
신자가 구원을 보존하는 일을 게을리 하거나 양심을 상하게 하고 성령을 탄식하게 하는 특별한 죄에 
빠지거나, 돌발적이고 격렬한 유혹에 의해서나, 하나님께서 자기 얼굴의 빛을 거두심으로 하나님을 두
려워하게 되어 흑암 속에서 빛도 없이 행하는 지경에까지 갈 정도가 될 때 일어난다.360) 그러나 그들
은 결코 하나님의 씨와 믿음의 삶과 그리스도와 형제들을 향한 그 사랑과 마음의 그 진정성과 의무에 
대한 양심을 송두리째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성령의 활동으로 인하여 이 확신이 
적절한 때에 되살아나고361) 이 모든 것들에 의해 조만간 극한적 절망으로부터 도움을 얻게 될 것이
다.362)

347) 마 7:22,23.
348) 요일 2:3; 3:14,18,19,21,24; 5:13.
349) 롬 5:2,5.
350) 히 6:11,19.
351) 히 6:17,18.
352) 벧후 1:4,5,10,11; 요일 2:3; 3:14; 고후 1:12. 
353) 롬 8:15,16.
354) 엡 1:13,14; 4:30; 고후 1:21,22.
355) 요일 5:13; 사 50:10; 막 9:24; 시 88; 77:1-12.
356) 고전 2:12; 요일 4:13; 히 6:11,12; 엡 3:17-19.
357) 벧후 1:10.
358) 롬 5:1,2,5; 14:17; 15:13; 엡 1:3,4; 시 4:6,7; 119:32.
359) 요일 2:1,2; 롬 6:1,2; 딛 2:11,12,14; 고후 7:1; 롬 8:1,12; 요일 3:2,3; 시 130:4; 요일 1:6,7.
360) 아 5:2,3,6; 시 51:8,12,14; 엡 4:30,31; 시 77:1-10; 마 26:69-72; 시 31:22; 88; 사50:10.
361) 요일 3:9; 눅 22:32; 욥 13:15; 시 73:15; 51:8,12; 사 50:10.
362) 미 7:7-9; 렘 32:40; 사 54:7-10; 시 22:1;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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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장 하나님의 법
1.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법을 행위언약으로 주심으로 그와 그의 모든 후손에게 인격적이며, 전

적이고 엄밀하고 지속적인 순종의 의무를 지우셨고, 언약 성취에다가 생명을 약속하셨고 파기에다가
는 사망을 경고하셨으며, 그에게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부여하셨다.363)

2. 이 율법은 그가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의(義)에 관한 완전한 표준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법과 
같은 의의 표준을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주시고 두 돌판에 새기셨다.364) 첫 네 계명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나머지 여섯 계명들은 인간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다.365)

3. 보통 도덕법이라 불리는 이 법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미성년의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예표적인 규례들을 담고 있는 의식법을 기꺼이 주셨다. 이 의식법의 한 부분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
혜와 활동과 고난과 은덕들을 예표하는 예배에 관한 것이고,366) 또 한 부분은 도덕적 의무에 관한 교
훈을 제시한다.367) 모든 의식법은 새 언약 아래에서는 이제 폐기되었다.368)

4. 하나님께서는 정치 조직체이기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재판법도주셨는데, 이것은 그 
백성의 신분과 더불어 폐지되었다. 이제 이 법은 일반적인 공정성이 요구하는 것 말고는 누구에게도 
더 이상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다.369)

5. 도덕법은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이나 그 밖의 사람들까지도 순종하도록 정해져 있다.370) 즉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의 견지에서뿐만 아니라 그 법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371)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에서 이 법의 구속력을 조금도 해소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크게 강
화하셨다.372)

6. 참 신자들은 행위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 법에 의해 의로워지거나 심판받지는 않
는다 하더라도,373) 이 법은 자기에게나 타인에게 크게 유익하다. 이는, 이 법이 삶의 표준으로서 그들
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의무를 알려주고,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삶이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더 발견하게 하여,374) 그들이 법대로 행하도록 지시하고 정하기 때문이다.375) 마찬가지로 그들은 이 
363) 창 1:26,27; 2:17; 롬 2:14,15; 10:5; 5:12,19; 갈 3:10,12; 전 7:29; 욥 28:28.
364) 약 1:25; 2:8,10-12; 롬 13:8,9; 신 5:32; 10:4; 출 34:1.
365) 마 22:37-40.
366) 히 4; 10:1; 갈 4:1-3; 골 2:17.
367) 고전 5:7; 고후 6:17; 유 23.
368) 골 2:14,16,17; 단 9:27; 엡 2:15,16.
369) 출 21; 22:1-29; 창 49:10; 벧전 2:13,14; 마 5:17,38,39; 고전 9:8-10.
370) 약 2:10,11.
371) 롬 13:8-10; 엡 6:2; 요일 2:3,4,7,8.
372) 마 5:17-19; 약 2:8; 롬 3:31.
373) 롬 6:14; 갈 2:16; 3:13; 4:4,5; 행 13:39; 롬 8:1.
374) 롬 7:7; 3:20.
375) 롬 7:12,22,25; 시 119:4-6; 고전 7:19; 갈 5:14,16,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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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자신을 살핌으로써 더욱 더 죄를 확신하게 되며 죄 때문에 겸손해지고 죄를 미워하게 되
고,376)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과 그분의 완전한 순종을 더욱 더 분명하게 직시하게 
된다.377) 마찬가지로 율법은 중생한 자들에게도 쓸모가 있는데, 이는 율법이 죄를 금함으로 그들의 
부패성을 제어하기 때문이다.378) 그리고 율법의 위협들은, 비록 그들이 율법에서 경고한 저주에서 자
유함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죄로 인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이 무엇인지, 자기들이 죄 때문에 어
떤 환난을 현세에서 당하게 될지를 보여주는데 이바지한다.379) 마찬가지로 그 법의 약속들은 하나님
께서 순종을 인정하신다는 사실과 (행위언약으로서 율법에 의하여 그들의 몫으로 이 복들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여도380)), 그 법을 준행함으로 어떤 복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381) 마찬가
지로 어떤 사람이, 법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금하기 때문에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한다 하여
도, 이것이 그가 율법 아래 있고, 복음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382)

7. 위에서 말한 율법의 여러 용도도 복음의 은혜에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복음과 순조롭게 부합
한다.383)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인간의 의지를 복종하게 하시어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
는 바를 자유롭고 기꺼이 행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이다.384)

20장 기독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1.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에서 신자들을 위하여 값 주고 사신 자유에는, 죄책과 하나님께서 심판하

시는 진노와 도덕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385) 악한 현세와 사탄의 속박과 죄의 지배와386) 환란의 불
행과 사망의 쏘는 것과 음부의 승리와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출 받는 것,387)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
아감,388) 종의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의 사랑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함 등이 있다.389) 이 
모든 것은 율법 아래 있던 신자들에게도 동일하였다.390) 그런데 새 언약 하에서 신자의 자유는 확장
되어 그들은 유대교회가 복종했던 의식법의 굴레에서 자유로우며,391) 율법 아래 있던 신자들이 통상
376) 약 1:23-25; 롬 7:9,14,24.
377) 갈 3:24; 롬 7:24; 8:3,4.
378) 약 2:11; 시 119:101,104,128.
379) 스 9:13,14; 시 89:30-34.
380) 레 26:1-14; 고후 6:16; 엡 6:2,3; 시 37:11; 마 5:5; 시 19:11.
381) 갈 2:16; 눅 17:10.
382) 롬 6:12,14; 벧전 3:8-12; 시 34:12-16; 히 12:28,29.
383) 갈 3:21.
384) 겔 36:27; 히 8:10; 렘 31:33.
385) 딛 2:14; 살전 1:10; 갈 3:13.
386) 갈 1:4; 골 1:13; 행 26:18; 롬 6:14.
387) 롬 8:28; 시 119:71; 고전 15:54-57; 롬 8:1.
388) 롬 5:1,2.
389) 롬 8:14,15; 요일 4:18,
390) 갈 3:9,14.
391) 갈 4:1-3,6,7; 5:1; 행 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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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참여한 것보다 은혜의 보좌에 더욱 더 담대하게 나아가며392) 하나님의 너그러운 성령과 더욱 
풍성하게 교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393)

2. 하나님께서는 홀로 양심의 주인이시며,394) 믿음과 예배의 문제에서 자기 말씀에 조금이라도 배
치되거나 덧붙여진, 인간이 만든 교리와 계명으로부터 양심이 자유하게 하셨다.395) 그래서 그런 교리
를 믿거나 그런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한다.396) 맹신과 절대적이며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성을 파괴하고 말 것이다.397)

3. 기독자의 자유를 빌미로 삼아 죄를 자행하거나 모종의 정욕을 품는 자들은 이로써 기독자의 자
유의 목적, 즉 우리가 대적의 손에서 해방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는 날 동안 주님 앞에서 두려움 없
이 거룩하고 의롭게 그분을 섬기게 하려는 목적을 파괴한다.398)

4.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권세와 그리스도께서 값 주고 사신 자유로써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서로 
지지하고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기독자의 자유를 빌미로 삼아 시민적이든 교회적
이든 어떤 합법적인 권세나 그 권세의 행사를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저항하는 셈이다.399) 
그런 의견들을 발표하거나 그런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본성의 빛, 믿음과 예배와 교제에 대하여 기독
교가 밝힌 원리, 그리고 경건의 능력과도 배치된다. 또한 그런 그릇된 의견과 짓거리들은 그 자체로나 
이것들을 발표하고 지속하는 방식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확립하신 외적 화평과 질서를 파괴
한다. 그런 자들은 교회의 치리와400) 국가기관의 권세에 의해401) 합법적으로 문책 받고 피소되어야 
마땅하다.

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
1. 본성의 빛은 만물 위에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선하며 만물에 대해 선을 행하시는 한 분 하나

님께서 계심을 보여준다. 따라서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부
르며 의뢰하고 섬겨야 한다.402) 그러나 참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배드리는 것에 관한 받음직한 방
식을 직접 제정하시고 자기가 계시하신 뜻으로 제한하셨으니, 인간의 고안물이나 상상, 혹은 사탄의 
392) 히 4:14,16; 10:19-22.
393) 요 7:38,39; 고후 3:13,17,18.
394) 약 4:12; 롬 14:4.
395) 행 4:19; 5:29; 고전 7:23; 마 23:8-10; 고후 1:24; 마 15:9.
396) 골 2:20,22,23; 갈 1:10; 2:4,5; 5:1.
397) 롬 10:17; 14:23; 사 8:20; 행 17:11; 요 4:22; 호 5:11; 계 13:12,16,17; 렘 8:9.
398) 갈 5:13; 벧전 2:16; 벧후 2:19; 요 8:34; 눅 1:74,75.
399) 마 12:25; 벧전 2:13,14,16; 롬 13:1-8; 히 13:17.
400) 롬 1:32; 고전 5:1,5,11,13; 요이 10,11; 살후 3:14; 딤전 6:3-5; 딛 1:10,11,13; 3:10; 마 18:15-17; 딤전 

1:19,20; 계 2:2,14,15,20; 3:9.
401) 신 13:6-12; 롬 13:3,4; 요이 10,11; 스 7:23,25-28; 계 17:12,16,17; 느 13:15,17,21,22,25, 30; 왕하 

23:5,6,9,20,21; 대하 34:33; 15:12,13,16; 단 3:29; 딤전 2:2 사 49:23; 슥 13:2,3.
402) 롬 1:20; 행 17:24; 시 119:68; 렘 10:7; 시 31:23: 18:3; 롬 10:12; 시 62:8; 수 24:14; 막 12:33



- 31 -

제안을 따라, 혹은 보이는 형상 하에서, 혹은 성경에 지시되어 있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
는 안 된다.403)

2. 종교적 예배는 하나님, 곧 성부, 성자와 성령께 드려야 하며, 천사나 성인(聖人)이나 어떤 피조
물이 아니라404) 오직 그분에게만 드려야 한다.405) 타락 이후에는 중보자가 계셨으니 다른 어떤 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로 예배해야 한다.406)

3.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더불어 종교적 예배의 특별한 순서인 기도를407)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신
다.408) 기도가 받아지려면, 성자의 이름으로409) 그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410) 그분의 뜻을 따라411) 
총명과 공경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써 하되412) 목소리를 사용한다면 알아들을 수 있
는 언어로 드려야 한다.413)

4. 기도는 합법적인 사안과414) 생존하거나 이후에 생존할 모든 종류의 사람을 위하여 할 수 있으
나,415) 죽은 자들이나416)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했음이 알려질 질 수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는 할 수 
없다.417)

5. 통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른 순서로는, 경외함으로 행하는 성경 봉독,418) 건전한 설
교,419)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총명과 믿음과 공경으로 말씀을 신실하게 경청함,420) 마음의 감사가 담
긴 시편 부르기,421)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시행함과 그에 상응하는 참여 등이 있
다.422) 이 외에도 종교적 맹세와423) 그리고 서원,424) 진지한 금식과425) 특별한 기회에 드리는 감
사426) 등도 거룩한 종교적 방식으로 여러 기회와 시기에 행하여야 한다.427)

403) 신 12:32; 마 15:9; 행 17:25; 마 4:9,10; 신 4:15-20; 출 20:4-6; 골 2:23.
404) 골 2:18; 계 19:10; 롬 1:25.
405) 마 4:10; 요 5:23; 고후 13:13.
406) 요 14:6; 딤전 2:5; 엡 2:18; 골 3:17.
407) 빌 4:6.
408) 시 65:2. 
409) 요 14:13,14; 벧전 2:5.
410) 롬 8:26.
411) 요일 5:14.
412) 시 47:7; 전 5:1,2; 히 12:28; 창 18:27; 약 5:16; 1:6,7; 막 11:24; 마 6:12,14,15; 골 4:2; 엡 6:18.
413) 고전 14:14.
414) 요일 5:14.
415) 딤전 2:1,2; 요 17:20; 삼하 7:29; 룻 4:12.
416) 삼하 12:21-23; 눅 16: 25,26; 계 14:13
417) 요일 5:16.
418) 행 15:21; 계1:3.
419) 딤후 4:2.
420) 약 1:22; 행 10:33; 마 13:19; 히 4:2; 사 66:2.
421) 골 3:16; 엡 5:19; 약 5:13.
422) 마 28:19; 고전 11:23-29; 행 2:42.
423) 신 6:13; 느 10:29. 
424) 사 19:21; 전 5:4,5.
425) 욜 2:12; 에 4:16; 마 9:15; 고전 7:5.
426) 시 107; 에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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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 복음 시대에 기도나 종교적 예배의 어떤 순서도 행하는 장소나 향하는 곳에 매여 있지 않으
며 더 잘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다.428) 그러나 매일429) 가정에서나430) 은밀하게 홀로431) 그리고 
어디서나432) 신령과 진정으로433)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이나 섭리로 요청
하실 때 공식 집회에서 더 엄숙하게 예배할 수 있으니, 이런 집회를 부주의나 임의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434)

7. 대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적정한 비율의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자연적 법칙이거니와, 하나님
께서는 자기의 말씀에서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항구적인 계명으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
시사 특별히 칠일 가운데 하루를 안식일로 지정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다.435) 
이날은 창세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부터는 주간의 
첫날로 바뀌었으며,436) 성경은 그날을 주일이라 부르며437) 세상 끝날까지 기독자의 안식일로 계속될 
것이다.438)

8. 이 안식일은, 사람이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일상 용무를 미리 정돈한 후에, 일과 말, 세상의 
사무와 휴식에 관한 생각을 떠나 하루 종일 거룩한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439) 종일토록 공적으로
나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불가피한 일과 자비의 의무에 몰두함으로써440), 주님께 거룩하게 지
킬 수 있다.

22장 합법적인 서약과 서원
1. 합법적 서약은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441) 정당한 경우에 서약자가 하나님을 엄숙하게 불

러 자기가 단언하거나 약속하는 바의 증거자로 세우며, 자기가 서약한 바의 진위(眞僞)를 따라 심판
하여 주실 것을 청하는 것이다.442)

2.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서약해야 하며, 거룩한 두려움과 경의로써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443) 
427) 히 12:28.
428) 요 4:21.
429) 마 6:11.
430) 렘 10:25; 신 6:6,7; 욥 1:5; 삼하 6:18,20; 벧전 3:7; 행 10:2.
431) 마 6:6; 엡 6:18.
432) 말 1:11; 딤전 2:8. 
433) 요 4:23,24.
434) 사 56:6,7; 히 10:25; 잠 1:20,21,24; 8:34; 행 13:42; 눅 4:16; 행 2:42. 
435) 출 20:8,10,11; 사 56:2,4,6,7.
436) 창 2:2,3; 고전 16:1,2; 행 20:7.
437) 계 1:10.
438) 출 20:8,10; 마 5:17,18.
439) 출 20:8; 16:23,25,26,29,30; 31:15-17; 사 58:13; 느 13:15-19,21,22.
440) 사 58:13; 마 12:1-13.
441) 신 10:20.
442) 출 20:7; 레 19:12; 고후 1:23; 대하 6: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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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영화롭고 두려운 그 이름으로 망령되이 경솔하게 서약하거나 무엇을 서약하든 그 이름 외의 
어떤 다른 이름으로 서약하는 것은 죄스러우며 혐오할 만한 일이다.444) 그러나 중요한 사안이나 특별
한 경우에 옛 언약 시대뿐만 아니라 새 언약 시대에도 서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정당성을 보장받
는다.445) 앞에서 말한 그런 경우에 합법적 귄위가 부과한 합법적 서약은 행해야 한다.446)

3. 서약하는 자는 누구나 그처럼 엄숙한 서약의 무게를 제대로 주목해야 하며, 자기가 온전히 진리
라고 확신하는 것만을 공언해야 한다.447) 누구든지 선하고 옳은 일, 옳다고 믿는 일, 자기가 실제로 
행할 수 있고 그리고 행하려고 결심한 일 외에는 그 어떤 일에 관해서도 서약으로써 자신을 구속하지 
않아도 된다.448) 그러나 합법적인 귄위가 부과한 선하고 정당한 일에 연관된 서약을 거부하는 것은 
죄가 된다.449)

4. 서약은 평이하고 상식적인 말로 하되, 애매하거나 심중 유보가 없어야 한다.450) 죄를 범하게 강
요하는 서약은 안 되지만, 죄스럽지 않는 어떤 것을 서약하였다면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마땅히 
이행하여야 한다.451) 이단이나 불신자에게 서약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깨뜨릴 수 없다.452)

5. 서원은 약속을 수반하는 서약과 같은 성질을 지니며, 동일한 종교적 신중함으로 서원해야 하고 
동일한 신실성으로 이행하여야 한다.453)

6. 서원은 여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해야 한다.454) 서원이 받아지려면, 믿음과 의무의 양
심으로 이미 받은 자비를 감사하거나 없던 것을 얻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서원하여야 한다. 이로써 우
리는, 우리가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들과 여타 다른 일들이 서원에 합당하게 이바지한다면, 그리고 이
바지하는 동안에, 우리는 그러한 의무들과 일들에 우리 자신을 더 엄중하게 얽매어야 한다.455) 

7.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시는 것, 말씀이 명하는 어떤 의무를 방해하는 것,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
하는 것, 그리고 서원 이행을 위해 하나님께 받은 능력의 약속이 없는 것 등은 서원하지 말아야 한
다.456) 이 점에서 로마교회 수도원의 평생 독신 생활 맹세, 청빈과 순명 서원은 보다 높은 완전의 단
계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신자로서는 빠질 필요가 없는 미신이고 죄스러운 올무일 뿐이다.457)

443) 신 6:13.
444) 출 20:7; 렘 5:7; 마 5:34,37; 약 5:12.
445) 히 6:16; 고후 1:23; 사 65:16.
446) 왕상 8:31; 느 13:25; 스 10:5.
447) 출 20:7; 렘 4:2.
448) 창 24:2,3,5,6,8,9.
449) 민 5:19,21; 느 5:12; 출 22:7-11.
450) 렘 4:2; 시 24:4.
451) 삼상 25:22,32-34; 시 15:4.
452) 겔 17:16,18,19; 수 9:18,19; 삼하 21:1.
453) 사 19:21; 전 5:4-6; 시 61:8; 66:13,14.
454) 시 76:11; 렘 44:25,26.
455) 신 23:21-23; 시 50:14; 창 28:20-22; 삼상 1:11; 시 66:13,14; 132:2-5.
456) 행 23:12,14; 막 6:26; 민 30:5,8,12,13.
457) 마 19:11,12; 고전 7:2,9; 엡 4:28; 벧전 4:2; 고전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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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장 국가 공직자
1. 온 세계의 대주재시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 국가 공직자를 

자기 아래 그리고 백성들 위에 세우셨으며, 이를 위하여 그리고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악인
들을 징벌하실 목적으로 그들을 칼의 권세로 무장시키셨다.458)

2. 기독자가 공직자로 부름을 받을 때 그 직무를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459)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그 나라의 건전한 법을 따라 특히 경건, 공의, 평화를 유지하여야 하며,460) 이러한 목
적을 위해서는 현 신약 시대에서도 정당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전쟁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461)

3. 국가 공직자들은 말씀과 성례의 집례나462) 천국의 열쇠권을 전유(專有)하거나,463) 믿음의 사안
에 조금이라도 개입하여서는 안 된다.464) 그러나 양육하는 아버지처럼 우리 공동의 주님의 교회를 보
호하되, 어떤 교파를 다른 교파보다 우대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교역자들이 폭력이나 위험에 처함이 
없이 그들의 신성한 활동을 다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하고 자유롭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야 한다.465)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 안에 정규적인 치리와 권징을 정하셨기 때문
에, 어떤 국가의 법이라도 어떤 기독자들의 교파의 자원 회원들이 그들의 고백과 신앙을 따라 치리와 
권징을 적절히 이행하는 것을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466) 국가 공직자의 책무는, 자기 백
성의 인신과 명예를 보호하는 것인데, 이를테면 어떤 사람도 종교 혹은 불신앙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어느 누구에게 어떤 모욕, 폭행, 학대, 상해를 가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하는 것과, 모든 종교적 혹은 
교회적 집회도 방해나 교란 당함이 없이 개최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467)

4. 백성의 의무는 공직자를 위하여 기도하며,468) 그들을 존경하고,469) 세금과 여타 부과금을 바치
고,470)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을 순종하며, 양심상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다.471) 불신앙이나 종
교의 차이가 공직자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위를 무효화할 수 없으며, 공직자들에 대한 정당한 순종
에서 백성을 제외시킬 수 없으며,472) 교역자 또한 예외는 아니다.473) 더구나 교황은 통치 중에 있는 

458) 롬 13:1-4; 벧전 2:13,14.
459) 잠 8:15,16; 롬 13:1,2,4.
460) 시 2:10-12; 딤전 2:2; 시 82:3,4; 삼하 23:3; 벧전 2:13.
461) 눅 3:14; 롬 13:4; 마 8:9,10; 행 10:1,2; 계 17:14,16.
462) 대하 2:18.
463) 마 16:19.
464) 요 18:36.
465) 사 19:23; 롬 12:1-6.
466) 시 105:15; 행 18:14-16.
467) 롬 13:4; 대하 19:8-11.
468) 딤전 2:1,2.
469) 벧전 2:17.
470) 롬 13:6,7.
471) 롬 13:5; 딛 3:1.



- 35 -

공직자나 그들의 백성 중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권세나 재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더군다나 교황이 
그들을 이단이라고 판결하거나 어떤 다른 구실로든 그들의 통치권이나 생명을 빼앗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474)

24장 결혼과 이혼
1.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진다. 남자가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동시에 두거나 여자

가 한 명 이상의 남편을 동시에 두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475)
2.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도우며,476) 적법한 자녀를 통하여 인류를 증가시키고), 거룩한 자손

을 통하여 교회를 왕성하게 하기 위해,477) 그리고 부정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478)
3. 판단력을 가지고 동의를 표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다.479) 그러나 기독

자는 의무적으로 오직 주님 안에서만 결혼하여야 한다.480) 그러므로 참된 개혁신앙을 고백하는 자들
은 불신자, 로마교신자나 여타 우상숭배자와 혼인할 수 없다. 또한 경건한 자들은 삶이 현저하게 악하
거나 저주받을 이단을 계속 추종하는 자들과 혼인하여 대등하지 않은 멍에를 메지 말아야 한다.481)

4. 말씀에 금지된 가까운 촌수의 친인척끼리는 결혼할 수 없다.482) 인간의 어떤 법으로나 당사자의 
동의로도 근친결혼을 합법화하여 부부로 동거하게 할 수 없다.483)

5. 약혼한 후에 범한 간음이나 음행이 혼인 전에 발각되면, 순결한 편은 약혼을 파기할 수 있는 정
당한 근거를 갖는다.484) 혼인 후의 간음의 경우, 순결한 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485) 이혼 후에는 
간음을 범한 편이 죽은 것처럼 다른 이와 재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다.486)

6. 사람의 부패는 하나님께서 결혼으로 짝지어 준 사람들을 부당하게 나누려는 논거들을 연구해내
곤 하지만, 간음 혹은 교회나 국가 공직자조차도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고의적인 유기 외에는 결혼 
유대를 파기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없다.487) 그 경우 공적인 질서를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하며, 당
472) 벧전 2:13,14,16.
473) 롬 13:1; 왕상 2:35; 행 25:9-11; 벧후 2:1,10,11; 유 8-11.
474) 살후 2:4; 계 13:15-17.
475) 창 2:24; 마 19:5,6; 잠 2:17.
476) 창 2:18.
477) 말 2:15.
478) 고전 7:2,9.
479) 히 13:4; 딤전 4:3; 고전 7:36-38; 창 24:57,58.
480) 고전 7:39.
481) 창 34:14; 출 34:16; 단 7:3,4; 왕상 11:4; 느 13:25-27; 말 2:11,12; 고후 6:14.
482) 레 18; 고전 5:1; 암 2:7.
483) 막 6:18; 레 18:24-28.
484) 마 1:18-20.
485) 마 5:31,32.
486) 마 19:9; 롬 7:2,3.
487) 마 19:8,9; 고전 7:15; 마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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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들을 그들 각자의 의지와 분별력에만 내버려두지 말아야 한다.488)

25장 교회
1. 공교회 또는 보편적 교회는 볼 수 없는데, 머리인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였고, 모이고, 모일 

모든 택자들로 이루어지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
는 분의 충만이다.489)

2. 보이는 교회 역시 복음 하에서 공교회요 우주적 교회인데, 전 세계에서 참 종교를 고백하는 모든 
자들과490) 그들의 자녀들로 이루어지며,491)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며492) 하나님의 집이요 권속
이며,493) 이 교회를 떠나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494)

3. 그리스도께서는 이 보편적인 가시 교회에 교역과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주심으로 현세에서 세
상 끝 날까지 성도들을 모으고 보호하려 하셨고, 또 자기 약속을 따라 자기의 임재와 성령으로 말미
암아 교역과 말씀과 규례가 효력 있게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495)

4. 이 공교회는 때로는 더 잘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덜 보이기도 하였다.496) 개체교회는 이 공교회
의 일원으로서 더 또는 덜 순수하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수용하고 규례를 집례하며 공예배를 드
리는 정도에 따라, 더 또는 덜 순수하다.497)

5. 천하에서 가장 순수한 교회라 하더라도 혼합과 오류에서 벗어날 수 없다.498) 더러는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멈추고 사탄의 회가 될 정도로 타락하였다.49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을 예배하는 교회가 항상 있을 것이다.500)

6.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501) 로마 교황은 결코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고, 오
히려 교회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을 대적하고 자신을 높이는 저 
적그리스도, 저 죄의 사람이며 멸망의 자식이다.502)

488) 신 24:1-4.
489) 엡 1:10,22,23; 5:23,27,32; 골 1:18.
490) 고전 1:2; 12:12,13; 시 2:8; 계 7:9; 롬 15:9-12.
491) 고전 7:14; 행 2:39; 겔 16:20,21; 롬 11:16; 창 3:15; 17:7.
492) 마 13:47; 사 9:7.
493) 엡 2:19; 3:15.
494) 행 2:47.
495) 고전 12:28; 엡 4:11-13; 마 28:19,20; 사 59:21.
496) 롬 11:3,4; 계 12:6,14.
497) 계 2; 3; 고전 5:6,7.
498) 고전 13:12; 계 2; 3; 마 13: 24-30,47.
499) 계 18:2; 롬 11:18-22.
500) 마 16:18; 시 72:17; 102:28; 마 28:19,20.
501) 골 1:18; 엡 1:22.
502) 마 23:8-10; 살후 2:3,4,8,9; 계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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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장 성도의 교제
1.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

혜, 고난, 죽음,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분과 교제한다.503) 또한 사랑으로 서로 간에도 연합하였기 때
문에 서로의 은사와 은혜에도 참여함으로 서로 교제한다.504) 이들은 공사(公私) 간에 속사람으로나 
겉사람으로도 다른 지체들의 선에 서로 이바지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505)

2. 성도들은, 고백으로 서약했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상호 덕을 세우기 위해 행하는 여타의 
영적 봉사에서, 또한 필요에 따라 힘이 닿는 대로 외적인 짐들을 서로 덜어줌으로써 거룩한 친교와 
교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506) 이 교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느 곳이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확장해야 한다. 507)

3.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누리는 이 교제가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그분의 신성의 본질에 참여하게 
하거나, 또 어떤 측면에서든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긍정하는 것은 불경하고 망령된 일이다.508) 또한 성도로서 서로 나누는 교제는, 성도 각자가 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소유권을 빼앗거나 침해하지도 않는다.509)

27장 성례
1. 성례는 은혜언약의 거룩한 표와 인이며510),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셔서511)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덕을 재현하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권리를 확인하며,512) 교회에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한 나머
지 사람들 사이에 있는 차이를 가시적으로 나타내며,513) 자기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엄숙히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다.514) 

2. 모든 성례에는 표와 표상된 내용 사이에 영적 관계 즉 성례전적 연합이 있다. 그 때문에 전자의 
명칭과 효과가 후자에게 귀속된다.515)

503) 요일 1:3; 엡 3:16-19; 요 1:16; 엡 2:5,6; 빌 3:10; 롬 6:5,6; 딤후 2:12.
504) 엡 4:15,16; 고전 12:7; 3:21-23; 골 2:19.
505) 살전 5:11,14; 롬 1:11,12,14; 요일 3:16-18; 갈 6:10.
506) 히 10:24,25; 행 2:42,46; 사 2:3; 고전 11:20.
507) 행 2:44,45; 요일 3:17; 고후 8:9; 행 11:29,30.
508) 골 1:18,19; 고전 8:6; 사 42:8; 딤전 6:15,16; 시 45:7; 히 1:8,9.
509) 출 20:15; 엡 4:28; 행 5:4.
510) 롬 4:11; 창 17:7,10.
511) 마 28:19; 고전 11:23.
512) 고전 10:16; 11:25,26; 갈 3:27.
513) 롬 15:8; 출 12:48; 창 34:14.
514) 롬 6:3,4; 고전 10:16;21.
515) 창 17:10; 마 26:27,28; 딛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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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올바르게 집행된 성례 안에서 혹은 그 성례로 인하여 드러난 은혜는, 성례 안에 있는 어떤 능력
에 의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성례의 효력 역시 집례자의 경건이나 의도가 아니라516) 성령의 사역
과517) 제정의 말씀에 달려있다. 그 제정의 말씀은 성례 집례의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과 더불어, 성례
를 합당하게 받는 자들이 누릴 은덕에 대한 약속도 담고 있다.518)

4.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제정하신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곧 세례와 성찬이다. 이 
두 성례는 아무나 베풀 수 없으며, 합법적으로 임직 받은 말씀의 사역자만이 베풀 수 있다.519)

5. 구약의 성례도 그것이 표상하고 나타내는 영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신약의 성례와 본질상 동일하
다.520)

28장 세례
1. 세례는 신약의 성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고521), 수세자를 가시적 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킬 뿐만 아니라,522) 그가 그리스도께 접붙혀짐과523) 중생과524) 사죄와525)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526) 은혜언약의 표와 인이다.527) 이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528)

2. 이 성례에서 사용하는 외적 요소는 물이며, 합법적으로 소명을 받은 복음의 사역자는 이 물로써 
수세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529)

3. 수세자를 물에 잠기게 할 필요는 없다. 그 사람에게 물을 붓거나 뿌림으로 세례를 올바르게 시행
할 수 있다.530)

4.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에게 순종을 실제로 고백하는 자들뿐만 아니라531) 한 편이나 양편
이 믿는 부모를 둔 유아도 세례 받을 수 있다.532)

516) 롬 2:28,29; 벧전 3:21.
517) 마 3:11; 고전 12:13.
518) 마 26:27,28; 28:19,20.
519) 마 28:19; 고전 11:20,23; 4:1; 히 5:4.
520) 고전 10:1-4.
521) 마 28:19.
522) 고전 12:13.
523) 갈 3:27; 롬 6:5.
524) 딛 3:5.
525) 막 1:4.
526) 롬 6:3,4.
527) 롬 4:11; 골 2:11,12.
528) 마 28:19,20.
529) 마 3:11; 요 1:33; 마 28:19,20.
530) 히 9:10,19-22; 행 2:41; 16:33; 막 7:4.
531) 막 16:15,16; 행 8:37,38.
532) 창 17:7,9; 갈 3:9,14; 골 2:11,12; 행 2:38,39; 롬 4:11,12; 고전 7:14; 마 28:19; 막 10:13- 16; 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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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성례를 모독하거나 소홀하게 대하는 것은 큰 죄이다.533) 하지만 세례 없이는 중생이나 구원
을 받을 수 없다든지,534) 또는 세례만 받으면 누구나 확실하게 중생을 받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을 정
도로,535) 세례에 은혜와 구원이 불가분리적으로 결합되어 있지는 않다.

6. 세례의 효력은 집례하는 그 순간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다.536) 그렇지만 이 성례를 바르게 집
례하면, 약속된 은혜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약속된 은혜가 속한 사람들에게(어른이나 아이를 불문하
고), 하나님의 뜻의 협의를 따라 그분이 정하신 때에, 성령께서 실질적으로 은혜를 보여주시고 수여하
신다.537)

7. 세례 성례는 누구에게든지 단 한번만 베풀어야 한다.538)

29장 성찬
1.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배신당하시던 밤에 성찬이라 불리는 자기 몸과 피의 성례를 제정하시어 

자기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준행하게 하셨다. 이는,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일
을 항구적으로 기억하게 하며, 참 신자에게 미치는 그 희생의 은덕들, 그분 안에서 그들이 누리는 영
적 양식과 성장, 그들이 그분께 다하여야 할 모든 의무를 이행하는 데까지 나아갈 것을 인치려 함이
다. 또한 성찬은 그들이 그분과 더불어 나누는 교제와 그분의 신비적 몸의 지체으로서 서로 나누는 
교제에 대한 보증이요 담보이다.539)

2. 이 성례로 그리스도께서 성부께 제물로 바쳐지지 아니하며, 산자와 죽은 자들을 사죄하는 실제적 
희생 제물이 되지도 아니 하신다.540) 성찬은 다만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바치신 일을 
기억함이며, 이 일에 감사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보답을 하는 것이다.541) 
따라서 로마교회가 미사라 부르는 제사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희생 제사, 곧 택자들의 모든 죄를 위한 
유일한 화목제에 대한 가장 가증스런 모독이다.542)

3. 주 예수님께서는 이 성례로 자기 사역자들이 자기가 제정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기도하
고 빵과 포도주를 축사하여 통상적 용도로부터 거룩한 용도로 구별하고, 떡을 취하여 떼며, 잔을 취하
여 그들도 서로 나눌 뿐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성찬 참여자에게 주게 하셨으나,543) 회중 가운데 참

18:15.
533) 눅 7:30; 출 4:24-26.
534) 롬 4:11; 행 10:2,4,22,31,45,47.
535) 행 8:13,23.
536) 요 3:5,8.
537) 갈 3:27; 딛 3:5; 엡 5:25,26; 행 2:38,41.
538) 딛 3:5.
539) 고전 11:23-26; 10:16,17,21; 12:13.
540) 히 9:22,25,26,28.
541) 고전 11:24-26; 마 26:26,27.
542) 히 7:23,24,27; 10:11,12,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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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지 않은 자에게는 주지 말 것을 명하셨다.544)
4. 다음과 같은 행동은 이 성례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제정과는 위배된다.545) 즉 사적 미사 곧 이 

성례를 신부(神父)나 다른 이로부터 홀로 받는 일이며,546) 잔을 백성에게 주지 않는 일,547) 떡과 포
도주를 숭배하는 일, 숭배를 목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들어 올리거나 들고 다니는 일, 다른 유사 종교
적 용도를 위하여 보관하는 일 등이다.

5.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용도를 위하여 바르게 구별된 이 성례의 외적 요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과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참으로 그리고 오직 성례전적으로만 그 요소들은 스스로 재현하는 것들
의 이름, 곧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도 종종 칭해진다.548) 그러나 이 요소들은 본체와 본질로는 전과 
같이 실로 여전히 떡과 포도주로만 존재할 뿐이다.549)

6. 떡과 포도주의 본체가 신부(神父)의 봉헌이나 다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본체로 변한
다는 소위 화체설은 성경뿐만 아니라 상식과 이성에도 모순되며, 성례의 본질을 뒤엎고, 과거에도 그
랬고 현재에도 갖가지 미신과 실로 끔찍한 우상숭배의 원인이다.550)

7. 이 성례의 가시적 요소에 외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합당하게 성찬을 받는 자들은551) 믿음으로 인
하여 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그냥 육적이거나 몸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그분 죽음이 주는 모든 은덕을 받고 먹는다. 이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빵과 포도주 안
이나 그것들과 더불어 또는 그것들 아래에 몸으로나 육적으로 임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그 규례 안에서 실제로, 그러나 영적으로 신자들의 믿음에 임재한다. 이것은 마치 요소들이 
외적 감각들에 감지되어 임재하는 것과 같다.552)

8. 무지하고 사악한 자들이 이 성례로 외적 요소들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요소들이 상징하는 
바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당하게 접근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함으로 자신의 심판을 초래한다. 그
러므로 무지하고 불경한 자들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즐기기에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성
찬상에 앉을 자격도 없으며, 여전히 무지하고 불경한 채로 있으면서도 이 거룩한 신비에 스스로 참여
하든지553) 참여를 허락받는 것은554) 그리스도께 큰 죄를 범하는 일이다.

543) 마 26:26-28; 막 14:22-24; 눅 22:19,20; 고전 11:23-26.
544) 행 20:7; 고전 11:20.
545) 마 15:9.
546) 고전 10:16.
547) 막 14:23; 고전 11:25-29.
548) 마 26:26-28.
549) 고전 11:26-28; 마 26:29.
550) 행 3:21; 고전 11:24-26; 눅 24:6,39.
551) 고전 11:28.
552) 고전 10:16.
553) 고전 11:27-29; 고후 6:14-16.
554) 고전 5:6,7,13; 살후 3:6,14,15; 마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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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장 교회 권징
1. 주 예수님께서는 자기 교회의 임금이시요 머리로서 국가공직자와는 구별하여 교회 직원들의 손

에 치리를 맡기셨다.555)
2. 이 직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는데, 그들은 이 열쇠로써 정죄하기도 하고 사죄할 수도 있

으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말씀과 권징으로 천국을 닫고, 회개한 죄인에게는 필요에 따라 복음의 사
역과, 권징의 해벌로 천국을 열어 줄 권한을 가진다.556)

3. 교회의 권징은, 과오를 범한 형제를 교정하여 다시 얻기 위함이며, 다른 이들이 같은 과오를 범
하지 않도록 방지하며,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않도록 제거하며,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며, 또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印)들을 사악하고 완악한 범죄자들이 더
럽히도록 교회가 방치할 때, 교회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557)

4. 이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교회의 직원들은 범죄의 성격과 죄인의 과실을 고려
하여 권계, 일시적 수찬 정지, 출교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558)

31장 대회와 공회의
1. 보다 나은 치리와 교회를 더 잘 세우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대회 또는 공회의가 있어야 한다. 개

체 교회의 감독자와 다른 직분자들은 파괴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도록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들의 직무와 권세에 의해 이런 회의를 소집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마땅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회
의에 참석하여야 한다.559)

2. 대회와 공회의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즉 믿음에 관한 논쟁을 판단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
와 교회의 치리를 더 잘 정비하는 데에 필요한 규칙과 지침을 제정하고, 행정 오류에 대한 불평들을 
접수하여 권위적으로 재판한다. 법령과 결정 사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한, 존경과 복종하는 
자세로 받아야 하는데, 이것들이 말씀과 합치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결정한 권세 연고로도 
하나님의 규례 곧 말씀으로 그렇게 정한 규례로 받아야 한다.560)

3. 모든 대회나 공회의는 사도시대 이후부터 총회이든 지방회이든 간에 오류를 범할 수 있었고 많
은 회의들이 실로 오류를 범하였다. 그러므로 회의를 믿음과 생활의 법칙으로 삼지 말고, 믿음과 생활

555) 사 9:6,7; 딤전 5:17; 살전 5:12; 행 20:17,18; 히 13:7,17,24, 고전 12:28; 마 28:18-20.
556) 마 16:19; 18:17,18; 요 20:21-23; 고후 2:6-8.
557) 고전 5; 딤전 5:20; 마 7:6; 딤전 1:20; 고전 11:27-34; 유 23.
558) 살전 5:12; 살후 3:6,14,15; 고전 5:4,5,13; 마 18:17; 딛 3:10.
559) 행 15:2,4,6.
560) 행 15:15,19,24,27-31; 16:4; 마 18: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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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561)
4. 대회와 공회의는 교회적 사안만을 다루어야 한다. 비상시국에 겸허한 청원이나 국가 공직자의 요

청을 받아 양심상 행하는 조언 외에는 국가와 연관된 시민적 사안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562)

32장 인간의 사후 상태와 죽은 자들의 부활
1. 사후에 사람의 몸은 티끌로 돌아가 썩지만,563) 그들의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즉각 돌아간다.564) 의인들의 영혼은 거룩하여 완전하여졌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함을 받아 그곳에서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면서,565) 빛과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악인들의 영혼은 지옥에 던짐을 받아, 거기서 고통과 극심한 암
흑 중에 갇혀 대심판의 날까지 대기하고 있다.566) 이 두 장소 외에는 성경이 몸으로부터 분리된 영혼
을 위해 인정하는 장소가 없다.

2. 세상 끝날에도 여전히 살아 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된다.567) 이미 죽은 자들은 모두, 몸이 
비록 다른 성질을 갖게 되겠지만 다시 자기들의 영혼과 영원히 결합한 이전의 같은 몸으로 부활한
다.568)

3. 불의한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에 의해 다시 살아 치욕을 당하며, 의인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성령
께서 다시 살리셔서 존귀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아진다.569)

33장 마지막 심판
1.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을 정하시고,570)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와 심판을 받으셨다.571) 그날에 배도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572) 땅 위에 생존
했던 만민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서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직고하며, 선이든 악이든 
그들이 몸으로 행한 바를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다.573)

561) 엡 2:20; 행 17:11; 고전 2:5; 고후 1:24.
562) 눅 12:13,14; 요 18:36.
563) 창 3:19; 행 13:36.
564) 눅 23:43; 전 12:7.
565) 히 12:23; 고후 5:1,6,8; 빌 1:23; 행 3:21; 엡 4:10.
566) 눅 16:23,24; 행 1:25; 유 6,7; 벧전 3:19.
567) 살전 4:17; 고전 15:51,52. 
568) 욥 19:26,27; 고전 15:42-44.
569) 행 24:15; 요 5:28,29; 고전 15:43; 빌 3:21.
570) 행 17:31.
571) 요 5:22,27.
572) 고전 6:3; 유 6; 벧후 2:4.
573) 고후 5:10; 전 12:14; 롬 2:16; 14:10,12; 마 12: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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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님께서 이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자들의 영원한 구원으로는 자기의 자비의 영광을, 악하고 
불순종한 유기자들(버림받은 자)의 심판으로는 자기의 공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그때 의
인들은 영생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 임할 희락과 위안을 충분하게 받는다. 그러나 하나
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악인들은 영원한 고통에 던져질 것이요, 주
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세에서 쫓겨나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형벌을 받는다.574)

3. 그리스도께서는, 만인을 죄에서 떠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역경에 처한 신자들을 더 크게 위로하
실 목적으로도 심판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납득하게 하셨듯이,575) 또한 그날을 만인에
게 감추어 두시어 주님께서 오실 시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육신적 안심을 떨쳐버리고 
항상 깨어서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를 외칠 준비를 항상 하게 하신다.576)

34장 성령 하나님
1. 삼위일체 중 제 삼위이신 성령은577)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아오시며,578) 권세나 영광에서 한 

본체시며 동등하시고,579)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580) 모든 시대를 통하여 믿음과 사랑과 복종과 예
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581)

2. 그분은 생명의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582) 무소부재하시며,583) 사람의 모든 좋은 
생각과 순결한 욕망과 거룩한 협의의 근원이시다.584) 선지자들은 그분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을 전하였고,585) 모든 성경 기자들도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무오하게 기록하였다.586) 그
분은 특히 복음 전파를 위임 받았다.587) 복음 전파의 길을 예비하시고,588) 설득력을 지니고 동행하시
고, 사람의 이성과 양심에 메시지를 강권하니,589) 이 때문에 복음의 자비로운 제시를 거부하는 자들
은 변명할 여지가 없으며 나아가 성령을 거역하는 허물을 범한다.590)

574) 마 25:31-46; 롬 2:5,6; 9:22,23; 마 25:21; 행 3:19; 살후 1:7-10.
575) 벧후 3:11,14; 고후 5:10,11; 살후 1:5-7; 눅 21:27,28; 롬 8:23-25.
576) 마 24:36,42-44; 막 13:35-37; 눅 12:35,36; 계22:20.
577) 마 3:16,17; 28:19; 고후 13:13.
578) 요 15:26; 16:7; 고전 2:12; 갈 4:6; 시104:30.
579) 마 12:31,32; 행 5:1-4; 고전 3:16; 6:19; 창 1:2; 시 139:7; 눅 11:33; 고전 2:10,11; 벧전 4: 14; 히 

9:14.
580) 마 28:19; 고후 13:13.
581) 시 51:11; 요 16:8,9; 행 10:19-21.
582) 창 2:7; 욥 33:4; 롬 8:2; 딛 3:6,7.
583) 창 1:2; 욥 26:13; 시 33:6; 104:30; 사 42:5.
584) 요 14:26; 16:13; 롬 8:5; 15:13; 행 16:7; 고전 12:11; 갈 5:16,17,22,23.
585) 엡 3:5.
586) 요 14:26; 행 1:16; 28:25; 딤후 3:16; 벧후 1:20,21.
587) 요 15:26; 16:7; 행 1:8; 4:31,33.
588) 행 13:2; 16:6-10.
589) 막 13:11; 눅 24:49; 행 1:8; 고전 2:4,5; 살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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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부께서는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항상 기꺼이 주시기를 원하시며,591) 이 성령은 구속
의 적용에서 유일하고 유력한 대행자이시다.592) 그분은 자기 은혜로써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며,593) 
그들에게 죄를 확신시키시고, 감동받아 회개하게 하시며,594)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설득하시고 영접할 힘을 주신다.595) 또한 모든 신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며, 그들 중에 보
혜사와 성화주(聖化主)로 내주하시며,596) 양자(養子)와 기도의 영을 주시고,597) 모든 은혜의 직무를 
수행하시사 그들을 구속의 날까지 거룩하게 하시고 인치신다.598)

4. 성령의 내주로 모든 신자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생명력 있게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분의 몸인 
교회에서 서로 연합한다.599) 그분은 사역자들을 불러 거룩한 직무로 기름 부으시며, 교회의 다른 직
원들에게 그들의 특별 사역에 걸맞은 자격을 갖추게 하시며,600) 다양한 은사와 은혜를 그 지체들에게 
나누어 주신다.601) 또 말씀과 복음의 규례가 효력을 갖게 하신다.602) 성령 덕분에 교회는 보존 받으
며, 왕성해 가고,603) 정화되며, 종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거룩하여질 것이다.604)

35장 복음
1. 하나님께서는 무한하고 완전하신 사랑 가운데서605)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과 희생을 통하

여 은혜언약으로, 버림받은 온 인류에게 충분하고 다 적용되는 생명과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고,606) 
이 구원을 복음으로 만인에게 값없이 주신다.607)

2. 복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자기의 사랑과 만인이 구원 받기를 열망하신다는 사실을 선
포하시고,608) 구원의 유일한 길을 완전하고 분명하게 계시하시고,609) 참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
590) 히 2:2,3; 10:28,29; 마 11:20-24; 엡 4:3; 사 63:10.
591) 눅 11:13.
592) 요 3:5; 고전 12:3.
593) 요 3:3-7; 딛 3:5,6.
594) 시 85:4; 요 16:8,9; 행 11:18.
595) 고전 12:3; 2:4,5.
596) 요 14:16; 행 7:55; 벧전 1:2; 4:14.
597) 롬 8:26,27.
598) 고전 6:11; 살후2:13.
599) 고전 12:13-27; 엡 4:3,4; 5:23; 골 1:18.
600) 출 28:3; 행 13:2; 20:28; 고전 12:28; 엡 4:11,12.
601) 고전 12:4-11.
602) 행 4:31-33.
603) 행 1:8; 9:31.
604) 엡 5:26,27.
605) 렘 31:3; 요일 4:8,16; 마 5:44,45; 요 3:16; 16:27; 롬 5:8.
606) 창 17:7,10; 3:15; 요 14:16; 딤전 2:5; 히 7:22,25; 8:6; 요일 2:1,2; 마 20:28; 26:28; 막 10:45; 요 

1:29; 고전 5:7; 벧전 2:24; 히 9:11-15; 10:11-14.
607) 롬 8:32; 10:13; 요 6:38,39; 17:2,6,9,10; 10:15; 행 2:39; 고후 5:14;15; 딤전 2:6; 요일 2:2.
608) 요 3:16; 6:39,40.
609) 요 14:6; 히 10:20.



는 만인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610) 제시한 자비를 만인이 영접하라고 초청하시고 명하시며,611) 말씀
과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은혜로운 초청을 받아들이라고 강권하신다.612)

3. 복음을 듣는 자마다 이 자비로운 양식을 즉각 받아들일 의무와 특권을 지닌다.613) 회개하지 않
고 불신앙 가운데 머무는 자는 허물을 더 악화시키고 스스로의 과오 때문에 멸망한다.614)

4. 복음에 계시된 길 외에는 달리 구원의 길이 없으며,615)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은혜의 정상적인 
방법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616)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게 온 세상으로 가
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위임하셨다.617)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기독교의 규례들이 이미 정
착된 곳에서 그 규례들을 지키며, 기도와 헌금과 직접 수고로 온 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
장되도록 이바지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618)

610) 요 3:15,16,36; 5:24; 20:31; 고전 15:22; 요일 5:13.
611) 겔 33:11; 막 1:15; 요 10:25,26; 고후 5:20; 벧후 3:9.
612) 요 15:26; 16:8,9,13; 고전 2:4.
613) 마 22:1-14; 눅 14:16-24.
614) 요 3:36; 8:24; 히 2:2,3; 마 10:14,15; 11:20-24.
615) 행 4:12; 딤전 2:5; 요 14:6.
616) 롬 10:17; 고전 1:21.
617) 마 28:19,20; 행 1:8; 막 16:15.
618) 롬 1:14; 행 4:23-31; 벧전 4:10; 갈 6:9; 마 28:19; 고전 9:16.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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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1), 그 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

워하는 것입니다(2).
(1)롬11:36; 고전10:31 (2)시73:24-26; 요17:22,24

문2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답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의 빛과 그분이 하신 일들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1).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만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을 충분하고 효
과적으로 나타내 주십니다(2). 
(1)롬1:19,20; 시19:1-3; 행17:28 (2)고전2:9,10; 딤후3:15-17; 사59:21 

문3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답 구약과 신약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1),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법칙입니다(2).

(1)딤후3:16; 벧후1:19-21 (2)사8:20; 눅16:29; 갈1:8,9; 엡2:20; 계22:18,19

문4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답 성경은 그 자체의 존엄성(1)과 순결성(2), 모든 부분들의 일치(3)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성경 전체의 목적(4), 죄인들을 자각하게 하여 회개하게 만들고,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구
원에 이르게 하는 그 자체의 빛과 능력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나타냅니다(5). 그러나 
성경으로 말미암아, 또한 성경과 더불어 사람의 마음에 증거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만이 성경이 참
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완전히 납득시킬 수 있습니다(6).

(1)호8:12; 고전2:6,7; 시119:18,129 (2)시12:6; 119:140 (3)행10:43; 26:22; 눅24:27 (4)고후3:6-11; 롬
16:25-27; 3:19,27 (5)행18:28; 롬15:4; 행20:32; 히4:12; 약1:18; 시 19:7-9; (6)요16:13,14; 요일2:20,27; 
요20:31

문5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답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가

르칩니다(1).
(1)딤후1:13; 3:16; 시119:105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마땅히 믿어야 할 것들

문6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알려줍니까?
답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1)과 하나님의 여러 위격들(2)과 하나님의 작정들(3)과 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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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들을 수행하심(4)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1)요4:24; 출3:14; 34:6,7 (2)마3:16,17; 28:19; 요일5:7; 고후13:13 (3)엡1:11; 사46:9,10; 행15:18 (4)행
4:27,28; 사42:9

문7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 하나님은 영(1)이시며, 존재하심(2)과 영광(3)과 복되심(4)과 완전하심(5)에 있어서 본래 스스로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족하시며(6), 영원하시며(7), 불변하시며(8), 불가해하시며(9), 
어디든지 계시며(10), 전능하시며(11), 모든 것을 아십니다(12). 또한 하나님은 지극히 지혜로우
시며(13), 지극히 거룩하시며(14), 지극히 의로우시며(15), 지극히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풍성하십니다(16).
(1)요4:24 (2)왕상8:27; 사40:20; 출3:14 (3)행7:2 (4)딤전6:15; 행17:24,25 (5)마5:48 (6)롬11:35,36
(7)시90:2 (8)말3:6; 약1:17 (9)시145:3; 롬11:33 (10)시139:1-13 (11)창 17:1; 계4:8 (12)히4:13; 시
147:5
(13)롬16:27 (14)사6:3; 계15:4 (15)신32:4 (16)출34:6

문8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답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1).

(1)신6:4; 고전8:4,6; 렘10:10

문9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답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삼위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며, 각 위의 고유성은 서로 구별될지라도 그 본질은 같으시며, 그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는 동등하십니다(1).
(1)마3:16,17; 28:19; 고후13:13; 요10:30 

문10 하나님의 신격에 있는 삼위의 고유성은 무엇입니까?
답 성부의 고유성은 성자를 낳으심이며(1), 성자의 고유성은 성부에게서 나심이며(2), 성령의 고유성

은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심입니다(3). 
(1)히1:5,6,8; 시2:6,7 (2)요1:14,18 (3)요15:26; 갈4:6

문11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신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답 성경이, 하나님께만 고유한 이름들(1)과 속성들(2)과 일들(3)과 예배(4)를 성자와 성령에게도 돌

림으로써,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냅니다.
(1)사6:3,5,8; 렘23:6; 요일5:20 (2)요1:1; 사9:6; 요2:24,25; 고전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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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골1:16; 창1:2; 욥26:13; 시104:30; 요1:3 (4)마28:19; 고후13:13

문12 하나님의 작정들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작정들은 지혜와 자유와 거룩함으로 자기 협의를 결정하시는 행위인데(1), 그것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 특히 천사들과 사람들에 관한 것
들을 불변하게 예정하셨습니다(2).
(1)엡1:11; 롬9:15,18,22,23; 11:33 (2)엡1:4; 행4:27,28; 시33:11; 사45:6,7

문13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사람들에 관해 특별히 작정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나타날 자신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순전한 사

랑에서 비롯된 영원불변하신 작정으로 어떤 천사들을 택하여 영광을 얻도록 하셨습니다(1). 또한 그
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시되 그 방법까지 택하셨습니다(2). 또한 자
기의 주권적 권능과 측량할 수 없는 뜻(곧 자기의 기뻐하시는 대로 호의를 베풀 수도 있고 아니 할 
수도 있는 뜻)을 따라 나머지 천사들과 사람들을 간과하시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 수치와 진노를 받
도록 미 리 정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공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3). 
(1)딤전5:21 (2)엡1:4,5; 2:10; 살후2:13,14 (3)롬9:17,18,21,22; 마11:25,26; 딤후2:20; 유4; 벧전2:8 

문14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작정들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자기의 작정들을 수행하시되, 자기의 틀림없는 예지와 자기 

의지의 자유롭고 변함없는 협의를 따라 그렇게 하십니다(1). 
(1)엡1:11; 단4:35; 사40:12-31 

문15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답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자기의 능력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세계와 그 안

에 있는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엿새 동안에 매우 좋게 만드신 것입니다(1).
(1) 창1장; 히11:3; 잠16:4; 계4:11; 시33:5,6 

문16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사들(1)을 영들로(2), 죽지 않게(3), 거룩하게(4), 지식이 탁월하게(5), 권능

이 강하게(6)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집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7). 그러나 그들은 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8). 
(1)골1:16 (2)시104:4 (3)마22:30; 눅20:36 (4)마25:31 (5)삼하14:17; 마24:36; (6)시91:11,12; 살후1:7 
(7)시103:20,21; 사6:1-3 (8)벧후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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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7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피조물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1), 땅의 흙으로 

남자의 몸을(2), 그리고 남자의 갈빗대로부터 여자의 몸을 만드시고(3), 그들에게 살아 있고, 이성
이 있으며, 죽지 않는 영을 부여하셨습니다(4). 또한 그들을 이 지식(5)과 의와 거룩함(6)에서 하
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7),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고(8), 그것을 성취할 능력(9)
과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10). 그러나 그들을 타락할 수도 있는 존재로 지으
셨습니다(11). 
(1)창1:27 (2)창2:7 (3)창2:22 (4)창2:7; 전12:7; 욥35:11; 마10:28; 눅23:43 (5)골3:10 (6)엡4:24 (7)창
1:26,27 (8)롬2:14,15 (9)전7:29 (10)창1:28,29 (11)창3:6; 전7:29; 창2:16,17 

문18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사역들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사역들은 자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지극히 거룩하고(1), 지혜롭고(2), 

능력 있게 보존하시고(3) 통치하시는 것이며(4),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5) 모든 피조물들
과 그들의 행위들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6).
(1)시145:17; 레21:8 (2)시104:24; 사28:29 (3)히1:3; 느9:6 (4)시103:19 (5)롬11:36; 사63:14
(6)마10:29,30; 시135:6

문19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에 의해 어떤 천사들은 고의적이고도 돌이킬 수 없이 죄를 범 하여 정죄를 

당하게 허용하시면서도(1), 그 과정과 그들의 모든 죄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이루도록 규제하고 
통제하셨습니다(2). 또한 나머지 천사들은 거룩하고 행복하게 세우심으로써(3) 자신의 권능과 자
비와 공의를 실행하시는 일에(4) 이 모든 것을 기쁘게 사용하셨습니다(5). 
(1)유6; 벧후2:4; 히2:16; 요8:44 (2)욥1:12; 눅10:17; 마8:31 (3)딤전5:21; 막8:38; 히12:22 (4)왕하19:35; 
히1:14 (5)시104:4 

문20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 있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답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 있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를 낙원에 두시고, 그것 을 돌보도록 

그를 임명하시고, 땅에서 나는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그에게 주신 것(1)과 모든 피조
물을 그의 통치 아래 두시고(2), 그를 돕기 위해 결혼을 제정하시고(3), 하나님 자신과 교제하게 
하신 것(4)과 또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5)과 인격적이고 완전하며 항구적인 복종을 조건으로
(6) 생명나무를 보증으로 삼아(7) 사람과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맺으신 것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을 사망의 고통에 의거하여 금하신 것입니다(8). 
(1)창2:8,15,16 (2)창1:28 (3)창2:18 (4)창1:27,28(중) (5)창2:3 (6)롬5:14; 고전15:22,47; 호6:7; 눅
10:25-28; 갈3:12; 롬10:5; 갈3:10,12 (7)창2:9,16,17 (8)창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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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1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를 창조하신 본래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였습니까? 
답 우리의 시조는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지녔으나, 사탄의 유혹으로 금하신 열매를 먹어 하나님의 계

명을 범함으로 처음 창조함을 받은 본래의 무죄한 상태에서 타락하였습니다(1). 
(1)창3:6,7,8,13; 전7:29; 고후11:3 

문22 모든 인류는 그 첫 범죄로 타락하였습니까? 
답 공인인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기 때문에 보통 

생육법으로(1)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류는 그 첫 범죄로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고, 그와 함께 타락
하였습니다(2). 
(1)행17:26 (2)창2:17; 롬5:12-20; 고전15:12-20 

문23 그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은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답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은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1).

(1)롬5:12; 갈3:10; 엡2:1 

문24 죄는 무엇입니까? 
답 죄는 이성을 가진 피조물에게 규칙으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 중에 어떤 것을 순종함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나 그것을 범하는 것입니다(1). 
(1)롬3:23; 요일3:4; 갈3:10-12

문25 사람이 타락하여 빠지게 된 상태의 죄성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답 사람이 타락하여 빠지게 된 상태의 죄성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1)과 창조 시에 받은 그 의의 

결핍과, 그의 본성의 부패로 나타납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람은 모든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
고, 행하지 못하고, 거역하게 되며, 모든 악으로 완전히,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2). 
이것을 일반적으로 원죄라 하며, 거기에서 모든 실제적 자범죄들이 나오게 됩니다(3). 
(1)롬5:12,19; 고전15:22 (2)롬3:10-19; 5:6-8; 창6:5; 시51:5; 58:3 (3)약1:14,15; 마15:19 

문26 원죄가 어떻게 우리 시조로부터 그 후손들에게 전달되었습니까? 
답 원죄는 자연 생육법으로 우리 시조로부터 그 후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그

들에게서 나는 사람은 다 죄 중에 잉태되고 태어납니다(1). 
(1)시51:5; 욥15:14; 요3:6 

문27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임한 비참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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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임한 비참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실(1)과 그분의 노여움과 저주입
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2) 사탄에게 매인 종이며(3), 이 세상에서와 오는 
세상에서 모든 형벌을 받아서 마땅한 존재입니다(4). 
(1)창3:8,24 (2)엡2:2,3 (3)딤후2:26; 눅11:21,22; 히2:14 (4)롬6:23; 5:14; 창2:17; 애3:39; 마25:41,46; 유

7

문28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답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어두운 마음(1), 타락한 지각(2), 강력한 미혹(3), 강퍅한 마음

(4), 양심의 공포(5), 비열한 욕망(6)과 같은 내적인 것들과, 우리 때문에 피조물들에게 임한 하나
님의 저주(7), 죽음 그 자체(8)와 더불어 우리 육신과 명예와 재산과 관계와 직업에 미친 모든 다
른 해악들(9)과 같은 외적인 것입니다. 
(1)엡4:18 (2)롬1:28 (3)살후2:11 (4)롬2:5 (5)사33:14; 창4:13,14; 마27:4; 히10:27 (6)롬1:26 (7)창3:17 
(8)롬6:21,23 (9)신28:15-18

문29 오는 세상에서 받을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답 오는 세상에서 받을 죄의 형벌은 고통 없는 하나님의 면전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지는 것과, 영육이 

지옥불 속에서 끊임없이 지속되는 최악의 고통을 영원토록 당하는 것입니다(1). 
(1)살후1:9; 막9:43,48; 눅16:24,26; 마25:41,46; 계14:11; 요3:36 

문30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 가운데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첫 언약의 위반으로 인해(1) 빠져

버린 죄와 비참의 상태 속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2), 자신의 순수한 사랑과 자비로
써 그의 택한 자들을 거기에서 이끌어 내시고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둘째 언약을 통해 
구원의 상태로 들어가게 하십니다(3). 
(1)창3:10,12; 갈3:10,21 (2)살전5:9 (3)딛1:2; 3:4-7; 롬3:20-22 

문31 은혜 언약은 누구와 맺은 것입니까? 
답 은혜 언약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안에서 그의 후손인 모든 택한 자들과 맺은 것입니다

(1).
(1)갈3:16; 눅22:29; 삼하23:5; 롬5:15-21; 사53:10,11; 59:21; 히2:10,11,14; 고전15:22,45; 엡1:4; 딤후

1:9 

문32 둘째 언약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까? 
답 둘째 언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안에서 한 중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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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값없이 예비하여 죄인들에게 제공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주셨습니다(2). 그리고 
그들이 그 중보자와 관계를 맺게 할 조건으로 믿음을 요구 하시고(3), 그의 모든 택자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주심으로써(4),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과 함께(5) 그 믿음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고(6), 그들로 모든 일에 거룩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7). 이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8)과 감사(9)가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
록 정해 놓으신 길입니다(10). 
(1)창3:15; 사42:6; 요6:27 (2)요일5:11,12 (3)요3:16; 1;12; 3:36 (4)잠1:23 (5)갈 5:22,23 (6)고후4:13 
(7)겔36:27 (8)약2:18,22 (9)고후5:14,15 (10)엡2:8

문33 은혜 언약은 언제나 동일한 방식으로 집행되었습니까? 
답 은혜 언약이 언제나 동일한 방식으로 집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신약 시대와 다르게 

집행되었습니다(1). 
(1)고후3:6-9; 히1:1,2; 8:7,8 

문34 구약시대에는 은혜 언약이 어떻게 집행되었습니까? 
답 구약시대에는 은혜 언약이 약속들(1), 예언들(2), 희생제사들(3), 할례(4), 유월절(5), 그리고 다른 

예표들과 의식들로 집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줌으로써 그 시대의 
택자들이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충분히 갖도록 하였고(6),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
의 용서와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7).
(1)롬15:8 (2)행3:20,24 (3)히10:1 (4)롬4:11 (5)고전5:7 (6)히8-10장; 11:13 (7)갈3:7, 8,9,14

문35 신약시대에는 은혜 언약이 어떻게 집행되었습니까? 
답 신약시대에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동일한 은혜 언약이 말씀의 선포(1)로, 성례인 

세례(2)와 성찬(3)의 집례로 집행되었으며 지금도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방식들 가운데서 은혜
와 구원이 모든 나라에 더 완전하고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제시됩니다(4). 
(1)막16:15; 눅24:47,48 (2)마28:19,20 (3)고전11:23-26 (4)롬1:16; 고후3:6; 히8:6,7

문36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답 은혜 언약의 유일하신 중보자는 성부 하나님과 한 실체이시고 동등하신(1)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2). 그는 때가 차매 사람이 되셨고(3), 과거나 지금이나 계속하여 완전히 구
별된 두 본성을 가지신 한 인격으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람이십니다.
(1)요1:1,14; 10:30; 14:6; 빌2:6 (2)딤전2:5 (3)갈4:4 (4)눅1:35; 롬9:5; 골2:9; 빌2:5-11; 히13:8 

문37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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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실제 사람의 몸과 이성을 지닌 영혼을 스스로 취하심 으로 사람이 되
셨는데(1),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그녀의 본질을 가지고 그녀에게서 나셨으
나(2), 죄는 없으십니다(3). 
(1)요1:14; 마26:38; 눅2:40,52; 요11:33 (2)눅1:31,35,42; 갈4:4 (3)히4:15; 7:26; 요일3:5

문38 중보자는 왜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했습니까?
답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했던 것은 자신의 인성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와 사 망의 권세 

아래 빠지는 것을 막아서 지키시고(1), 자신의 고난과 순종과 중보를 가치 있고 효력 있게 하시고
(2),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3),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시고(4), 특별한 백성을 사시고(5),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6),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시고(7), 그들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8).
(1)행2:24; 롬1:4 (2)행20:28; 히9:14; 7:25-28; 요17장 (3)롬3:24-26 (4)엡1:6 (5)딛2:13,14 (6)요
15:26; 갈4:6; 요14:26; 16:7 (7)눅1:68,69,71,74 (8)히5:9; 9:11-15 

문39 중보자는 왜 반드시 사람이셔야 했습니까?
답 중보자가 반드시 사람이셔야 했던 것은 그분이 우리의 본성을 향상시키시고(1), 율법에 순종하시고

(2),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중보하시며(3),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4). 그리하여 우리가 양자됨을 얻게 하시고(5) 위로를 받으며, 은혜의 보
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6). 
(1)벧후1:4; 롬8:34; 히2:16 (2)갈4:4; 롬5:19; 마5:17 (3)히2:14; 7:24,25 (4)히4:15 (5)갈4:5 (6)히4:16

문40 중보자는 왜 반드시 한 인격 안에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셔야 했습니까? 
답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할 중보자는 그 자신이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이어야 하며, 한 인격 안에

서 그러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보자의 신성과 인성의 각기 고유한 사역들이, 전 인격의 사역
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받으신 바가 되어야 하고(1), 또한 우리가 의지하는 바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2).
(1)마1:21,23; 3:17 (2)벧전2:6 

문41 우리의 중보자를 왜 예수라 했습니까? 
답 우리의 중보자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라 했습니다(1). 

(1)마1:21 

문42 우리의 중보자를 왜 그리스도라 했습니까?
답 우리의 중보자를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그 분이 성령으로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1)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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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되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충만히 부여받으심으로(2) 자신의 낮아지심과 높이 들리심의 상태에
서 자신의 교회를 위한 선지자(3)와 제사장(4)과 왕(5)의 직무를 수행하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요3:34; 시45:7 (2)요6:27; 마28:18-20 (3)행3:21,22; 눅4:18,21 (4)히5:5,6,7; 4:14,15 (5)계19:16; 시
2:6; 마21:5; 사9:6,7 

문43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건덕과 구원에 관한 모든 일에 대한(1)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2)을, 자신의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3) 여러 가지 시행 방식으로(4), 모든 세대의 교회에 계시하심으로(5) 
선지자직을 수행하십니다. 
(1)엡4:11-13; 요20:31; 행20:22 (2)요15:15 (3)고후2:9, 1:10-12; 벧후1:21 (4)히1:1,2 (5)요1:1,4,18

문44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시려고(1) 자신을 흠 없는 희생 제물로 하

나님께 단번에 드리심으로(2),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심으로(3) 자기의 제사
장직을 수행하십니다. 
(1)히2:7 (2)히9:14,28 (3)히7:25

문45 그리스도께서는 왕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왕직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니다. 세상에서 한 백성을 자기에게로 불러내시고(1), 

그들에게 직분들(2)과 율법(3)과 권징을 부여하심으로 그들을 가견적(可見的)으로 통치하십니다
(4). 자신이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여하시되(5), 그들의 순종에 대하여는 상을 주시고
(6),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하여는 징계하시며(7), 그들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 중에 그들을 보
존하시고 도우시며(8),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제압하시고 정복하시고(9), 자기 자신의 영광(10)과 
백성들의 유익(11)을 위하여 모든 것을 능력으로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
에 순종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수를 갚으십니다(12). 
(1)요10:16,17; 사55:5; 창49:10 (2)고전12:28; 엡4:11,12 (3)사33:22; 요15:14; 마28:19,20 (4)마
18:17,18; 고전5:4,5 (5)행5:31; 시68:18 (6)계22:12; 마25:34-36; 롬2:7 (7)계3:19; 히12:6,7 (8)사63:9 
(9)고전15:25; 행12:17; 18:9,10 (10)롬14:10,11 (11)롬8:28 (12)살후1:8; 시2:8,9

문46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상태는, 그분이 잉태되시고 탄생하시고 사시다가 죽으시고 죽으신 후 부활

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스스로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여 비천한 형편에 처
하신 것입니다(1) 
(1)빌2:6-8; 눅1:31; 고후8:9; 행2:24; 갈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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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7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어 태어나실 때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어 태어나실 때 자신을 다음과 같이 낮추셨습니다. 곧 그분은 영원 전부터 아

버지의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때가 차매 기꺼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고, 신분이 낮은 
여자에게 잉태되어 출생하셨으며, 보통 이상으로 여러 가지 비천한 상태에 처하셨습니다(1).
(1)요1:14,18; 눅1:48; 2:7; 갈4:4 

문48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애에서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애에서 자신을 다음과 같이 낮추셨습니다. 곧 그분은 스스로 율법에 복종하셨

고(1)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2). 그리고 인성에 공통된 것들이나, 특별히 그의 비천한 상
태에 수반하는 세상의 멸시(3)와 사탄의 시험(4)과 자기 육신의 연약(5)과 싸우셨습니다. 
(1)갈4:4 (2)마5:17; 롬5:19; 마3:15; 요19:30 (3)시22:6; 히12:2,3 (4)마4:1-12; 눅4:1-14
(5)히2:17-18; 4:15; 사52:13-14 

문49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자신을 다음과 같이 낮추셨습니다. 곧 그분은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셨고(1), 

자기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셨고(2),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배척을 당하셨으며(3), 빌라도에게 정죄
를 받으시고 핍박자들에게 고문을 당하셨습니다(4). 또한 죽음의 공포와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셨고,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느끼시고 그것을 참으셨으며(5), 자기 생명을 속죄 제물로 내어놓으셨고
(6),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치와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7). 
(1)마27:4 (2)마26:56 (3)사53:3; 눅18:32,33 (4)마27:26-50; 눅22:63,64; 요19:34
(5)눅22:44; 마27:46; 롬8:32 (6)사53:10; 롬4:25; 고전15:3 (7)빌2:8; 히12:2; 갈3:13

문50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후에 묻힌바 되어(1) 제 삼일까지 죽은 자의 상태로 사망의 권세 아래 계

셨습니다(2). 이를 다른 말로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1)고전15:3,4 (2)마12:40; 시16:10; 행2:24,27,31; 롬6:9 

문51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상태는 그의 부활(1)과 승천(2)과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심(3)과 장차 세상

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것(4)을 포함합니다. 
(1)고전15:4 (2)눅24:51; 막16:19; 행1:9-11 (3)엡1:20 (4)행1:11; 17:31; 마25:31,46

문52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부활에서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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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에서 다음과 같이 높아지셨습니다. 곧 그분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어 사망 
중에 썩음을 보지 않으셨고(1), 고난당하실 때의 바로 그 몸을 그대로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육체
의 본질적 특성을 지닌 몸이었으나 이생에 속한 죽어야 할 성질과 기타 어떤 공통적 연약성은 없었
습니다. 그 몸이 실제로 그의 영혼과 연합하여(2) 제 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자신의 능력으로 다
시 살아나셨습니다(3). 이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고(4),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셨으며(5),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정복하셨습니다(6). 그리하여 산 자와 죽
은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7).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8)라는 공인(9)으 로 행하
신 것으로, 곧 신자들을 의롭다 하시고(10), 은혜로 살리시고(11), 원수들을 대항하도록 도우실 뿐
만 아니라(12), 마지막 날에 그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시키기 위함입니다
(13). 
(1)행2:24; 시16:10 (2)눅24:39; 롬6:9 (3)요10:18; 2:19 (4)롬1:4 (5)롬8:34 (6)히 2:14 (7)롬14:9 (8)엡
1:20,22,23; 골1:18 (9)고전15:21,22 (10)롬4:25 (11)엡 2:5,6; 골2:12 (12)고전15:25-27 (13)살전
4:13-18; 고전15:20,25,26; 행12:17; 18:8,10

문53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승천에서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그의 승천에서 다음과 같이 높아지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후에 자기 사도들에게 

자주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들을 말씀하셨고(1), 모
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2). 그리고 부활하신지 사십일 후에 우리의 인성을 가
지시고 우리의 머리로서(3) 원수들을 이기시고(4),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올
라가셨고, 거기서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들을 받으시고(5), 우리로 그곳을 사모하게 하시고(6), 우리
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십니다(7). 그분 자신은 지금 그곳에 계시고, 세상 끝 날에 재림 하실 
때까지 계속 그곳에 계실 것입니다(8). 
(1)행1:2,3 (2)마28:19,20; 행1:8; 막16:15 (3)히6:20 (4)엡4:8,10 (5)행1:9-11; 시68:18 (6)골3:1,2 (7)
요14:2,3 (8)행3:21

문54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실 때 어떻게 높아지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실 때 다음과 같이 높아지십니다. 하나님이자 사람으로서 그

분은 성부 하나님의 최고의 은총을 받으시고(1), 모든 충만한 기쁨(2)과 영광(3)과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4)를 받으십니다. 또한 자신의 교회를 모으시고 지키시며, 그들의 원
수들을 굴복시키시고, 자신의 사역자들과 백성들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시며(5), 그들을 위하여 간
구하십니다(6). 
(1)빌2:9 (2)행2:28; 시16:11 (3)요17:5 (4)엡1:22; 벧전3:22 (5)엡4:11,12; 시110:1 (6)롬8:34

문55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간구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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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간구하십니다. 곧 그분은 지상에서 행하신 자신의 순종
과 희생 제사의 공로로(1) 하늘에 계신 성부 앞에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나타나시며(2), 
그 공로가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되도록 자신의 뜻을 선포하십니다(3). 그들을 대적하는 모든 송사
들에 답변하시며(4), 날마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양심의 평안을 주시며(5), 담대하게 은
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시며(6), 그들 자신(7)과 그들의 봉사(8)를 열납 받게 하십니다. 
(1)히1:3 (2)히9:12,24 (3)요17:9,20,24 (4)롬8:33-35 (5)요일2:1,2 (6)히4:15,16 (7)엡1:6 (8)벧전2:5

문56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높아지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다음과 같이 높아지십니다. 곧 악한 사람들에게 불의하

게 재판을 받으시고 정죄를 당하신 그분은(1) 마지막 날에 큰 권능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인데(2), 
자기 자신과 아버지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시면서 자신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3), 큰 외침
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4) 다시 오셔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5). 
(1)행3:14,15 (2)마24:30 (3)눅9:26; 마25:31 (4)살전4:16 (5)행17:31

문57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중보를 통하여 무슨 은덕들을 획득하셨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중보를 통해 은혜 언약에 속한 다른 모든 은덕들(1)과 함께 구속(2)을 획

득하셨습니다. 
(1)고후1:20; 롬8:32; 고전1:30 (2)히9:12

문58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은덕들에 어떻게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답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은덕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1) 성령 하나님의 특별 하신 사역을 

통해(2) 그 유익들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1)요1:12 (2)딛3:5,6; 요3:5,6; 16:7,8,14,15 

문59 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답 구속은,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사셔서 주시려 한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히 적용되고 효력 있게 전달

됩니다(1). 그들은 때가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2). 
(1)요6:37,39; 10:15,16; 엡1:13,14; 롬8:29,30 (2)엡2:8; 벧전1:2; 요3:36; 살후2:13 

문60 복음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본성의 
빛을 따라 사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복음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서(1)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2)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성의 
빛을 따라(3), 또는 자신들이 믿는 종교의 법을 따라(4)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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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습니다(5). 자기 몸인 교회의 유일한 구주이신(6)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7). 
(1)롬10:14 (2)살후1:8,9; 엡2:12 (3)고전1:20-25 (4)요4:22; 롬9:31; 빌3:4-10 (5)요8:24; 막16:16 (6)
엡5:23 (7)행4:12; 요6:44; 14:6; 17:9

문61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까? 
답 말씀을 듣고 유형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다만 무형 교회의 

참된 회원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1).
(1)롬9:6; 마7:21; 22:14; 요12:38-40; 마13:41,42; 롬11:7 

문62 유형 교회란 무엇입니까? 
답 유형 교회는 세상의 모든 시대들과 세계 모든 곳에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1)과 그

들의 자녀들(2)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1)고전1:1,2; 12:13; 롬15:9-13; 마28:19,20; 계7:9; 시2:8; 22:27-31; 45:17; 사59:21 (2)행2:39; 고전
7:14; 롬11:16; 창17:7; 막10:13-16

문63 유형 교회의 특권들은 무엇입니까? 
답 유형 교회가 누리는 특권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것(1), 모든 원수들의 반

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에 보호를 받고 보전되는 것(2), 성도의 교제와 구원의 통상적인 방편
들을 누리는 것(3), 복음의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의해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은
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자기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증거하시며(4), 
자기에게 오는 자는 아무도 배척하지 않으십니다(5). 
(1)사4:5,6; 딤전4:10; 고전12:28; 행13:1; 사49:14-46 (2)마16:18; 사31:4,5; 슥12:2,3,4,8,9; 출3:2,3; 시
115편 (3)행2:39,42 (4)시147:19,20; 롬9:4; 막16:15,16; 행16:31; 사45:22; 계22:17 (5)요6:37

문64 무형 교회란 무엇입니까? 
답 무형 교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이는 택함 받은 사람들의 전

체입니다(1).
(1)요11:52; 10:16; 엡1:10,22,23 

문65 무형 교회의 회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특별한 은덕들을 누립니까? 
답 무형 교회의 회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영광중에 그분과의 연합과 교제를 누립니다

(1). 
(1)요17:21; 엡2:5,6; 요일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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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6 택함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갖는 연합은 무엇입니까? 
답 택함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갖는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인데(1),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

은 그들의 머리이자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 영적이고 신비하게, 그러면서도 실제적이고 나뉠 수 
없게 결합됩니다(2). 이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이루어집니다(3). 
(1)엡2:6-8 (2)고전6:17; 요10:28; 엡5:23,30 (3)고전1:9; 벧전5:10

문67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답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과 은혜의 사역입니다(1). 이것은 택함 받은 자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유롭고 특별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2). 이 사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받으실만한 때에 자기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청 하여 이끄시고(3), 구원을 얻도록 그들의 마음을 밝히
시고(4),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능력으로 결단하게 하십니다(5). 그리하여 비록 죄로 죽었을
지라도 그들은 하 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그리고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게 되고, 그 부르심을 통
하여 제공되고 전달된 은혜를 받아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6). 
(1)엡1:18-20; 요5:25; 딤후1:8,9 (2)딛3:4,5; 엡2:4-10; 롬9:11 (3)고후5:20; 6:1,2; 요6:44; 살후2:13,14 
(4)행26:18; 고전2:10,12 (5)겔11:19; 36:26,27 (6)요6:45; 빌2:13; 신30:6; 엡2:5

문68 택함 받은 자들만이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습니까? 
답 모든 택함 받은 자들, 오직 그들만이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습니다(1). 비록 다른 사람들이 말씀

의 사역과(2) 성령의 일반적인 활동으로 어느 정도 외적으로 부름을 받을 수도 있고 종종 부름을 
받을지라도(3), 그들은 자기들에게 제공된 은혜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의 불신앙에 버려둠을 당하며,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참되게 나오지 못합니다(4).
(1)행13:48; 요6:39,44; 17:9 (2)마22:14 (3)마7:22; 13:20,21; 히6:4-6 (4)시81:11,12; 요12:38-40; 행
28:25-27; 요6:64,65; 잠1:24-32; 시95:9-11 

문69 무형 교회의 회원들이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란 무엇입니까? 
답 무형 교회의 회원들이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는, 그들의 칭의(1), 양자됨(2), 성화, 그리

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그 밖의 다른 모든 것에서 그들이 그분의 중보의 공
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3). 
(1)롬8:30 (2)엡1:5 (3)고전1:30

문70 칭의는 무엇입니까? 
답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1).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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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자기 목전에서 그들을 의롭다고 간주하십니다(2). 
칭의는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그들이 행한 어떤 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3), 하나
님께서 죄인들에게 전가하시고(4), 죄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받는(5),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대속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1)롬3:22,24,25; 4:5 (2)고후5:19,21; 롬3:22,24,25,27,28 (3)딛3:5,7; 엡1:6,7 (4)롬 3:24,25; 5:17-19; 
4:6-8 (5)롬5:1; 갈2:16; 빌3:9; 롬3:25,26; 행10:43

문71 칭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입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고 

참되고 충분하게 만족시키셨습니다(1).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구하셨을 만족을 한 보증
인에게서 받으시되, 자기의 독생자를 그 보증인으로 예비하시고(2), 그의 의를 그들에게 전가시키
셨습니다(3). 또 그들의 칭의를 위하여 그들에게 믿음 외에는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고(4),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5) 까닭에 그들의 칭의는 그들에게 값없이 베푸신 은혜입니다(6).
(1)마20:28; 벧전 1:18,19; 롬5:8-10 (2)딤전2:6; 단9:24, 롬8:32; 사53:6,10,11,12; 히7:22 (3)고후5:21; 
롬4:11; 고전1:30 (4)엡2:8; 롬3:24,25; 행16:31 (5)엡2:8 (6)엡 1:7

문72 의롭게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답 의롭게 하는 믿음(1)은 성령(2)과 하나님의 말씀(3)으로 죄인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구원의 은혜

입니다. 이것으로 죄인은 자기 죄와 비참을, 그리고 자신의 상실된 상태에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
는 능력이 자신과 다른 피조물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4), 복음에 약속된 진리에(5) 동
의할 뿐 아니라,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6), 그리고 구원 얻는 길로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의롭다고 
간주되고 용납되기 위해서(7) 복음에 제시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1)히10:39 (2)고후4:13; 고전12:3 (3)롬10:14,17; 살후2:13 (4)요16:8,9; 행2:37; 16:30; 엡2:1; 행4:12 
(5)롬10:8-10; 엡1:13 (6)행10:43; 엡1:7 (7)갈2:15,16; 빌3:9

문73 믿음이 어떻게 죄인을 하나님 목전에서 의롭게 합니까?
답 믿음이 죄인을 하나님 목전에서 의롭게 하는 것은 믿음에 항상 수반하는 다른 은혜들이나 믿음의 

열매인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1). 믿음의 은혜나 믿음에서 난 그 어떤 행위가 칭의를 위해서 죄인
에게 전가되기 때문도 아닙니다(2). 다만 믿음은 죄인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
를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3).
(1)롬3:5,28 (2)딛3:5-7; 롬3:5-8 (3)빌3:9; 갈2:16; 요1:12

문74 양자 됨이란 무엇입니까?
답 양자 됨이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 때문에(1) 값없이 베푸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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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입니다(2).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자
녀로 받으시며(3), 자기 이름을 그들에게 두시고(4), 자기 아들의 영을 그들에게 주십니다(5). 또
한 그들로 자기의 부성적 돌보심과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6),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든 자유와 특
권들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약속들을 받을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받을 상속자가 되
게 하십니다(7).
(1)엡1:5; 갈4:4,5 (2)요일 3:1 (3)요1:12 (4)고후6:18; 계3:12 (5)갈4:4,6 (6)시103:13; 잠14:26; 마6:32 
(7)히6:12; 롬8:17

문75 성화란 무엇입니까?
답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거룩하게 되도록 

택하신 사람들은, 정하신 때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에게 적용하시는(1) 성령의 강력한 
활동을 통해서(2) 그 전인(全人)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됩니다(3).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
르는 회개의 씨들과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시고(4), 그 모든 은혜를 고무
시키시고 증가시키시고 강화하심으로(5), 그들이 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죽게 하시고, 새로운 생
명에 대해서는 살게 하십니다(6).
(1)롬6:4-6 (2)엡1:4; 고전6:11; 살후2:13 (3)엡4:23,24 (4)행11:18; 요일3:9 (5)유20; 히6:11-12; 엡
3:16-19; 골1:10-11 (6)롬6:4,6,14; 갈5:24

문76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답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하나님의 성령(1)과 말씀(2)으로 죄인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구원의 은혜입

니다(3). 이로써 죄인은 자기 죄의 위험(4)과 추함과 가증함(5)을 보고 느끼게 되고, 그리스도 안
에서 통회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참회하게 됩니다(6). 그리하여 자기 죄를 
슬퍼하고(7) 미워하여(8) 그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며(9), 새로운 순종의 모든 길에서 
부단히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결심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10).
(1)슥12:10 (2)행11:18,20,21; 2:37 (3)딤후2:25; 눅24:47 (4)겔18:30,32; 눅15:17,18; 호2:6,7 (5)겔
36:31; 사30:22 (6)눅22:61; 슥12:10; 마26:75 (7)렘31:18,19 (8)고후7:11; 행2:37; 시130:3-7; 욜2:12,13 
(9)행26:18; 겔14:6; 왕상8:47-48 (10)시119:6,59,128; 눅1:6; 롬6:17,18; 눅19:8; 왕하23:25

문77 칭의와 성화는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답 성화는 칭의와 분리할 수 없게 연결되어 있지만(1), 그 둘은 서로 다릅니다. 칭의에서 는 하나님

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시지만(2), 성화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은혜를 주입하시고 그 은혜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십니다(3). 전자에서는 죄가 용서되는 데 비하여(4), 후자에서는 죄가 억
제됩니다(5). 그리고 칭의는 모든 신자들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수하시는 진노에서 자유하게 하
되, 이생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하기 때문에 결코 그들이 정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6).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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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는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지 않습니다(7). 이생에서는 아무도 완전하지 않고(8), 다만 완전
을 향해서 자라 갈 뿐입니다(9).
(1)고전6:11; 1:30; 롬8:30 (2)롬4:6,8; 빌3:8-9; 고후5:21 (3)겔36:27 (4)롬3:24,25 (5)롬6:6,14 (6)롬
8:1,33,34 (7)고전3:1,2; 막4:8,28 요일2:12-14; 히5:12-14 (8)요일 1:8,10 (9)고후7:1; 빌3:12-14; 엡
4:11-15

문78 신자들의 성화의 불완전함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답 신자들의 성화의 불완전함은 그들의 모든 부분에 머물러 있는 죄의 잔재들과 영을 거스리는 육의 

끊임없는 정욕에서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신자들은 자주 시험에 들어 좌절하고, 많은 죄에 빠지
며(1), 그들의 모든 영적인 봉사에 방해를 받습니다(2). 그래서 신자들이 행한 가장 좋은 일들도 
하나님의 목전에서는 불완전하고 불결합니다(3). 
(1)롬7:18,23; 갈2:11-12 (2)갈5:17; 히12:1 (3)출28:38; 사64:6 

문79 참 신자들이 그들의 불완전함과 그들을 사로잡는 많은 유혹들과 죄로 인해 은혜의 상태에서 타
락할 수 있습니까?

답 참 신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타락하거나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 없고(1),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습니다(2). 이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3), 
신자들을 끝까지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4), 그리스도와의 분리될 수 없는 연합(5), 그
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중보기도(6), 그리고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하나님의 씨(7) 
때문입니다.
(1)렘32:40; 요10:28 (2)벧전1:5; 빌1:6 (3)렘31:3; 요13:1 (4)딤후2:19-21; 히6:15; 13:20,21; 삼하23:5 
(5)고전1:8,9 (6)히7:25; 눅22:32 (7)요일3:9; 2:27

문80 참 신자들은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고, 그 상태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보존되리라 는 것을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답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그분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하는(1) 사람들은 자신들이 은
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 상태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보존되리라는 것을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2).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함에 근거한 믿음, 생명의 약속들을 
주신 은혜들을 자신들 안에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3),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
신들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는 성령 때문입니다(4).
(1)요일2:3 (2)요일5:13; 딤후1:12 (3)고전2:12; 요일3:14,18,19,21,24; 4:13,16 (4)롬8:16

문81 모든 참 신자들은 현재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는 것과 장차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을 항상 
확신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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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은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1) 참 신자들도 그것을 얻기
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고(2), 확신을 얻은 후에도 여러 가지 질병, 죄, 시험, 탈선으로 인하여 약
해지고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3).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참 신자들은 결코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4). 
(1)엡1:13 (2)사1:10; 시88편 (3)시77:1-12; 시51:8,12; 31:22; 22:1 (4)요일3:9; 욥13:15; 시73:15,23; 사
54:7-10

문82 무형 교회의 회원들이 영광중에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답 무형 교회의 회원들이 영광중에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는 이생(1)과 죽음 직후에 누리는 것이지만

(2), 마침내 부활과 심판의 날에(3) 완성되는 것입니다. 
(1)고후 3:18 (2)눅 23:43 (3)요일 3:2; 살전 4:17; 계 22:3-5

문83 무형 교회의 회원들이 이생에서 영광중에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답 무형 교회의 회원들은 이생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의 첫 열매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그

들이 자신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충만히 소유하고 계시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1). 그리고 그 보증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
(2), 양심의 평화, 성령 안에서의 기쁨, 영광의 소망을 누립니다(3). 반면에 악인들에게는 하나님
의 복수하시는 진노에 대한 의식, 양심의 공포, 심판에 대한 두려운 기대가 사후에 그들이 당할 고
통의 시작입니다(4). 
(1)엡2:5,6 (2)롬5:5; 고후1:22 (3)롬5:1; 14:7 (4)창4:13; 마27:3-5; 히10:27; 롬2:9; 막9:44

문84 모든 사람은 죽게 됩니까?
답 죽음은 죄의 삯으로 오는 것입니다(1).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 데(2), 그것

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3). 
(1)롬6:23 (2)히9:27 (3)롬5:12 

문85 죽음이 죄의 삯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의인들이[은] 왜 실제적인 
죽음에서 구출을 받지 못합니까?

답 의인들은 마지막 날에 죽음 자체에서 구출될 것이며, 죽을 때에도 죽음의 쏘는 것과 저주에서 구
출됩니다(1). 그러므로 그들이 죽더라도 그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2). 죽음
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와 비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며(3), 그들이 그 후에 들어
가는 영광중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층 더 깊은 교제를 갖게 하십니다(4). 
(1)고전15:26,55,56,57; 히2:15 (2)사57:1,2; 왕하22:20 (3)눅16:25; 계14:13; 고후 5:1-8; 엡5:27 (4)눅
23:43; 빌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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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86 무형 교회의 회원들이 죽음 직후에 영광중에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답 무형 교회의 회원들이 죽음 직후에 영광중에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의 영

혼이 그때에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1), 가장 높은 하늘 안으로 받아들여집니다(2).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3), 자신들의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립니다(4). 그들의 몸
은 죽음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계속적으로 연합되어 있으며(5), 마지막 날에 그들의 영혼과 다시 
결합할 때까지 침상에 있는 것처럼 무덤 속에서 쉽니다(6). 그러나 악인의 영혼들은 죽을 때에 지
옥에 던져지고, 거기서 고통과 깊은 흑암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7). 그들의 몸은 부활과 심판의 
큰 날까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무덤에 갇혀 있게 됩니다(8). 
(1)히12:23 (2)고후5:1,6,8; 행3:21; 엡4:10 (3)요일3:2; 고전13:12 (4)롬8:23; 시16:9 (5)살전4:14 (6)사
57:2 (7)눅16:23,24 (8)눅16:23,24; 행1:25; 유6,7

문87 부활에 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답 우리는 마지막 날, 이미 죽은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일반적 부활이 있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1). 

그때에 살아 남아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있는 죽은 자들의 바로 
그 몸이 그때에는 그들의 영혼들과 영원히 다시 합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게 될 것
입니다(2). 의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그리고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덕택으
로 능력 중에 신령하고 썩지 않는 몸으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3). 
그러나 악인의 몸은 진노하시는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치욕 중에 일으킴을 받게 될 것입
니다(4). 
(1)행24:15 (2)고전15:51-53; 살전4:15-17; 요5:28,29 (3)고전15:21-23, 42-44; 빌3:21 (4)요5:28,29; 
단12:2; 마25:33 

문88 부활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답 부활 직후에 천사들과 사람들에 대한 전체적인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1).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깨어 기도하면서 항상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2).
(1)벧후2:4; 유6,7,14,15; 마25:46 (2)마24:36,42,44; 눅21:35,36

문89 심판 날에 악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답 심판 날에 악인들은 그리스도의 왼편에 세워질 것이고(1), 확실한 증거와 그들 자신 의 양심의 충

분한 확증에 근거하여(2) 두려우면서도 공평한 정죄의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3). 그리고는 은
혜로우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과의 영광스러운 교제로
부터 쫓겨나 지옥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거기서 몸과 영혼이 모두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영원
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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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마25:33 (2)롬2:15,16; 마22:12; 눅19:22 (3)마25:41-43 (4)마25:46; 눅16:26; 막9:43,44; 14:21; 살후
1:8,9

문90 심판 날에 의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답 심판 날에 의인들은 구름 속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끌어올려져 그분의 오른편에 세워 질 것이고(1), 

거기서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죄선언을 받으며(2),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할 것입니다(3). 의인들은 하늘로 영접되어(4) 거기서 모든 죄와 비참에서부터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해방될 것입니다(5).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과 천사들의 무리 가운데서
(6), 특히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영원토록 대면하고 누리면서(7), 상
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8), 몸과 영혼이 모두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형 교회의 회원들이 부활과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중에 누릴 완전
하고 충만한 교제입니다.
(1)살전4:17 (2)마25:33; 10:32 (3)고전6:2,3 (4)마25:34,46 (5)엡5:27; 계7:17; 14:13 (6)히12:22,23 (7)
요일3:2; 고전13:12; 살전4:17; 계22:3-5 (8)시16:11; 고전2:9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바가 무엇인지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제 다음으
로 성경이 요구하는바 사람의 의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91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분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1).

(1)롬12:1,2; 미6:8; 삼상15:22

문92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의 법칙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 무죄의 상태에 있는 아담과 그의 안에 있는 전 인류에게 계시하신 순종의 법칙은, 선악을 알게 하

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특별한 명령과 도덕법이었습니다(1).
(1)창1:26,27; 롬2:14,15; 10:5; 창2:17

문93 도덕법이란 무엇입니까?
답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인격적으로, 완전 히, 그리고 

영구히 그 뜻을 따르고 순종하도록 지시하고 요구하되, 영혼과 몸을 가진 전인의 형태와 성향으로
(1)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거룩함과 의의 모든 의무들을 수행하도록(2) 요구합니
다. 이 도덕법은 그것을 지키면 생명을 약속하지만, 위반하면 죽음으로 위협합니다(3).
(1)신5:1-3,31,33; 눅10:26,27; 갈3:10; 살전5:23 (2)눅1:75; 행24:16 (3)롬10:5; 갈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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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94 타락한 후에도 도덕법은 사람에게 유용합니까?
답 타락한 후에는 아무도 도덕법으로 의와 생명에 이를 수는 없지만(1), 도덕법은 중생 하지 못한 사

람이거나 중생한 사람이거나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2).
(1)롬8:3; 갈2:16 (2)딤전1:8; 갈3:19,24

문95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유용합니까?
답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유용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1), 그 리고 사람들

이 따라 행해야 할 의무(2)를 알려주며, 사람들이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음과 그들의 본성과 마음
과 생활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며(3), 자신들의 죄와 비참을 알아 겸손하게 하며
(4), 이로써 그리스도(5)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6)이 자신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더 명백히 
보도록 도와줍니다.
(1)레11:44,45; 20:7,8; 롬7:12 (2)미6:8; 약2:10,11 (3)시19:11,12; 롬3:20; 7:7,9,13 (4)롬3:9,23 (5)갈
3:21,22 (6)롬10:4

문96 도덕법은 특별히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유용합니까?
답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워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하게 하고(1) 그들을 그리스

도께로 인도하기에(2) 그들에게 유용합니다. 또한 그들이 계속 죄의 상태와 죄의 길에 머물러 있
을 경우에는 그들로 핑계할 수 없게 하며(3), 죄의 저주 아래 있게 합니다(4).
(1)딤전1:9,10 (2)갈3:24 (3)롬1:20; 2:15 (4)갈3:10

문97 도덕법은 특별히 중생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유용합니까?
답 중생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행위 언약인 도덕법에서 해방이 되었기에(1) 그것으로 의롭다 

함을 받거나(2) 정죄 받지는 않습니다(3). 그러나 모든 사람들과 그들에게 공통된 일반적인 유용
함들 외에도, 도덕법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그들에게 특별히 유용합니다. 도덕법은 그것을 성취하
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또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법의 저주를 당하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
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4). 그래서 도덕법은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이 감사하도록 
자극할 뿐 아니라(5), 자신들의 순종의 법칙인 도덕법을 매우 신중하게 따르는 것을 통해 동일한 
감사를 표현하도록 합니다(6).
(1)롬6:14; 7:4,6; 갈4:4,5 (2)롬3:20 (3)갈5:23; 롬8:1 (4)롬7:24,25; 갈3:13,14; 롬8:3,4 (5)눅
1:68,69,74,75; 골1:12,14 (6)롬7:22; 12:2; 딛2:11-14

문98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답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두 돌판에 친히 써 주신 것으로(1),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네 계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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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나머지 여섯 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2).
(1)마19:17-19; 신10:4; 출34:1-4 (2)마22:37-40

문99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칙들을 유념해야 합니까?
답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법칙들을 유념해야 합니다.
1. 율법은 완전한 것으로 누구나 다 전인적으로 그 의를 온전히 따르고, 영원토록 전적으로 순종할 것

을 요청한다. 따라서 율법은 모든 의무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요구하며, 모든 죄의 극히 작은 것도 
금한다(시19:7; 약2:10; 마5:21-48).

2. 율법은 신령하며, 말과 행위와 태도뿐만 아니라 이해력과 의지와 감정, 그리고 영혼의 모든 다른 능
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롬7:14; 신6:5; 참조. 마22:37-39).

3. 여러 가지 점에서 동일한 것이 몇 계명들 중에 요구되거나 금지된다(골3:5; 암8:5; 잠1:19; 딤전
6:10).

4. 어떤 의무를 명하는 곳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죄를 금하며(사 58:13; 신 6:13; 참조. 마4:9-10; 
15:4-6), 어떤 죄를 금하는 곳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의무를 명한다(마:21-14; 엡4:28). 이와 같
이 어떤 약속이 덧붙여진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고(출20:12; 참조. 잠30:17), 
어떤 경고가 덧붙여진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렘18:7-8; 출20:7; 참조. 시
15:1,4,5; 24:4-5).

5.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언제라도 해서는 안 되며(욥13:7-8; 롬3:8; 욥36:21; 히11:25), 하나님께
서 명하신 것은 항상 우리의 의무이다(신4:8-9). 그러나 모든 특정 한 의무를 언제나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마12:7).

6. 한 가지 죄나 의무 아래 같은 종류의 죄를 모두 금하거나 같은 종류의 의무를 모두 명한다. 거기에는 
그 모든 원인, 방편, 기회, 모양, 그리고 그것에 이르는 자극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마5:21,22,27,28; 
15:4-6; 히10:24-25; 살전5:22; 유23; 갈5:26; 골3:21).

7. 우리의 지위를 따라 우리에게 금하거나 명령된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그 지위와 의무에 따라 이를 
피하거나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위를 따라 노력할 의무가 있다(출20:10; 레19:17; 창18:19; 수
24:15; 신6:6-7).

8. 다른 사람들에게 명해진 것에는 우리의 지위와 소명에 따라 그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고(고후
1:24), 다른 사람들에게 금한 것에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지 않도록 조심할 의무가 있다(딤전5:22; 엡
5:11).

문100 십계명에서 우리가 특별히 고려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답 우리는 십계명에서 서문, 계명들 자체의 내용, 계명들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하여 그 중 어떤 것들

에 첨부된 몇 가지 이유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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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01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의 서문은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1).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즉 영원하고 불변하시며 전능하신 하
나님으로 자기의 주권을 나타내십니다(2).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를 자기 자신 안에 스스로 소유하
시며(3), 자기의 모든 말씀(4)과 하시는 일들(5)에서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옛 이
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과 같이 자기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시고(6),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것과 같이 우리를 영적 속박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7). 그러므
로 우리는 오직 그 분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다(8).
(1)출20:2 (2)사44:6 (3)출3:14 (4)출6:3 (5)행17:24,28 (6)창17:7; 롬3:29 (7)눅1:74,75 (8)벧전
1:15-18; 레18:30; 19:37

문102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네 계명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네 계명의 요점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

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1).
(1)신6:5; 마22:37; 막12:30; 눅10:27

문103 제일 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일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하신 것입니다(1).

(1)출20:3

문104 제일 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들은 무엇입니까?
답 제일 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1), 따라서 그분만을 생각하고(2), 묵상하고(3), 기억하고(4), 지극히 
높이고(5), 존경하고(6), 찬양하고(7), 택하고(8), 사랑하고(9), 갈망하고(10), 경외함으로(11) 그
분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12). 또한 하나님을 믿고(13), 신뢰하고(14), 바라고(15), 
기뻐하고(16), 즐거워하고(17), 그분을 위해 열심을 품고(18), 그분을 부르고, 모든 찬송과 감사
를 드리고(19), 전인적으로 그분에게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며(20), 모든 일에 조심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21), 무슨 일에든지 그분을 노엽게 하였을 때는 슬퍼하며(22), 그분과 겸손히 동행
하는 것입니다(23).
(1)대상28:9; 신26:17; 사43:10; 렘14:22 (2)말3:16 (3)시63:6 (4)전12:1 (5)시71:19 (6)말1:6 (7)사45:23 
(8)수24:15,22 (9)신6:5 (10)시73:25 (11)사8:13 (12)시95:6,7; 마4:10; 시29:2 (13)출14:31 (14)사26:4 
(15)시130:7 (16)시37:4 (17)시32:11 (18)롬12:11 (19)빌4:6 (20)렘7:23; 약4:7 (21)요일3:22 (22)렘
31:18; 시119:136 (23)미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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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05 제일 계명에서 금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답 제일 계명에서 금하는 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 (1), 참 

하나님과 함께, 혹은 그분 대신에, 하나 혹은 여러 신들을 두거나 예배하는 우상숭배(2),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것(3),이 계명이 요구하는바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무엇이든 지 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4), 하나님에 대한 무지(5), 망
각(6), 오해(7), 그릇된 견해(8), 그분에 대한 무가치하고 악한 생각들(9), 그분의 비밀들을 불손
한 호기심으로 캐내려는 것(10), 모든 신성 모독(11),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12), 자기 사랑(13), 
자아 추구(14), 우리 마음과 의지, 혹은 정서를 과도하고 무절제하게 다른 것들에 두고,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15), 헛된 맹신(16), 불신앙(17), 이단(18), 그릇
된 신앙(19), 신뢰하지 않는 것(20), 절망(21), 완강함(22), 심판에 대한 무감각(23), 완악한 마
음(24), 교만(25), 뻔뻔스러움(26), 육적 안전(27),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28),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29), 인간적인 수단을 의뢰하는 것(30), 육적 즐거움과 기쁨(31), 부패하고 맹목적이
며 무분 별한 열심(32), 미지근함(33),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무감각(34), 하나님에게서 멀어짐과 
배교(35), 성자들이나 천사들, 혹은 다른 피조물들에게 기도하거나 종교적 경배를 드리는 것(36), 
마귀와 계약을 맺고 의논하는 것(37), 그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는 것(38), 사람들을 우리의 신앙
과 양심의 주(主)로 삼는 것(39), 하나님과 그 분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것(40), 하나
님의 성령을 거역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41), 하나님의 경륜들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참지 못하
는 것, 우리에게 임하는 재난들에 대하여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42), 우리의 선함과 우
리 가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할 수 있는 선행에 대한 찬사를 요행(43)이나 우상들(44)이나 우리 
자신(45)이나, 혹은 다른 어떤 피조물(46)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1)시14:1; 엡2:12 (2)렘2:27-28; 참조. 살전1:9 (3)시81:11 (4)사43:22-24 (5)렘4:22; 호 4:1,6 (6)시
50:22; 렘2:32 (7)행17:23,29 (8)사40:18 (9)시50:21 (10)신29:29 (11)딛1:16; 히12:16 (12)롬1:30 (13)
딛후3:2 (14)빌2:21 (15)요일2:15,16; 삼상2:29; 골3:2,5 (16)요일4:1 (17)히3:12 (18)갈5:20; 딛3:10 
(19)행26:9 (20)시78:22 (21)창4:13; 37:11 (22)렘5:3 (23)사42:25 (24)롬2:5 (25)렘13:15 (26)시19:13 
(27)습1:12 (28)마4:7 (29)롬3:8 (30)렘17:5 (31)딤후3:4; (32)갈4:17; 요16:2; 롬10:2; 눅9:54,55 (33)계
3:16 (34)계3:1 (35)겔14:5; 사1:4,5 (36)롬10:13,14; 호4:12; 행10:25,26; 계19:10; 마4:10; 골2:18; 롬
1:25 (37)레20:6; 삼상28:7,11; 대상10:13,14 (38)행5:3 (39)고후1:24; 마23:9 (40)신32:15; 삼하12:9; 잠
13:13 (41)행7:51; 엡4:30 (42)시73:2,3,13-15,22; 욥1:22 (43)삼상6:7-9 (44)단5:23 (45)신8:17; 단4:30 
(46)합1:16

문106 제일 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특별히 무엇을 가르칩니까?
답 제일 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 또는 "내 앞에"라는 말은, 만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서 어떤 다

른 신을 두는 죄를 특별히 유의하시고, 그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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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에는"이라는 말은 그러한 죄를 범하지 못 하게 하며, 다른 신을 두는 것을 가장 뻔뻔스러운 
도발행위가 되게 하고(1), 또 우 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목전에서 하도
록 설득하는(2) 논증이 됩니다.
(1)겔8:5,6-18; 시44:20,21 (2)대상28:9

문107 제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

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 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
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 하는 하나님 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
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1)는 것입니다.
(1)출20:4-6

문108 제이 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들은 무엇입니까?
답 제이 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으로 제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들

을 수용하고, 준수하며, 순전하고 흠없이 지키는 것입니다(1). 이런 예배와 규례들의 구체적인 예
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2), 말씀을 읽고 전파하고 듣는 것(3), 성례들을 
거행하고 받는 것(4), 교회 정치 와 권징(5), 직무와 그것의 유지(6), 종교적 금식(7),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8),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 등입니다(9). 또 다른 의무는 모든 거짓된 예배
를 부인하고 미워하고 반대하는 것(10), 각자의 지위와 소명을 따라 거짓된 예배와 모든 우상숭배
의 기념물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11).
(1)신32:46-47; 마28:20; 행2:42; 딤전6:13,14 (2)빌4:6; 엡5:20 (3)신17:18-19; 딤후 4:2; 약1:21-22; 
행10:33 (4)마28:19; 고전11:23-30 (5)마18:15-17; 16:19; 고전5장; 12:28 (6)엡4:11,12; 딤전5:17,18; 
고전9:1-15 (7)욜2:12,13; 고전7:5 (8)신6:13 (9)사 19:21; 시76:11 (10)행17:16,17; 시16:4 (11)신7:5; 
사30:22

문109 제이 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입니까?
답 제이 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떤 종교적 예

배를 고안하고(1), 논의하고(2), 명하고(3), 사용하고(4),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것을 인정하는 것
(5)과, 거짓 종교를 용납하는 것(6)것과, 우리 마음 내적으로 혹은 외적으로 삼위 하나님 모두나 
삼위 중의 한 분을, 아무 피조물이라 도 그것의 형상이나 모양을 따라 만드는 것(7)과, 형상 자체
를 예배하거나 형상 안에서 혹은 형상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8)과, 거짓 신들의 형상을 만
들고(9), 그들을 숭배하거나 그들에게 속한 것을 섬기는 것(10)과, 고대의 제도(11)나 풍습(12)이
나 경건(13)이나 좋은 의도라는 미명하에, 혹은 어떤 다른 구실로라도(14)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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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 것이든지(15), 혹은 다른 사람들의 전통으로부터 받은 것이든지 간에(16), 하나님의 예배에 
무엇인가를 추가하고 제하여(17) 그 예배를 오염시키는(18) 모든 미신적 고안들(19)과, 성직 매
매(20)와, 신성 모독(21) 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와 규례들에 대한 모든 태만(22), 경멸(23), 
방해(24) 반대(25) 등입니다.
(1)민15:39 (2)신13:6-8 (3)호5:11; 미6:16 (4)왕상11:33 (5)신12:30-32 (6)신13:6-12; 슥13:2,3; 계
2:2,14,15,20; 17:12,16,17 (7)신4:15-19; 행17:29; 롬1:21,22,23,25 (8)단3:18; 갈4:8 (9)출32:4 (10)왕상
18:26,28; 사65:11 (11)벧전1:18 (12)렘44:17 (13)사65:3-5; 갈1:13,14 (14)삼상13:11,12; 15:21 (15)시
106:19 (16)마15:9 (17)신4:2 (18)말1:7,8,14 (19)행17:22; 골2:21-23 (20)행8:18 (21)롬2:22; 말 3:8 
(22)출4:24-26 (23)마22:5; 말1:7,13 (24)마23:13 (25)행13:44,45; 살전2:15,16

문110 제이 계명을 더 강화하려고 그것에 첨가한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답 제이 계명을 더 강화하려고 그것에 첨가한 이유들은 다음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네 하

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 이 이유들로 제시된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안에 있어야 할 합당한 태도 
외에도(2), 자신께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그분의 뜨거운 열심(3)과 영적인 간음(4)인 모든 거짓된 
예배에 대한 그분의 보복적인 분노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계명을 범한 자들은 자 신을 미워하는 
자들로 간주하셔서 여러 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위협하시면서도(5), 그것을 준
수하는 자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로 여기셔서 수대에 이르기까지 그들
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 하십니다(6).
(1)출20:5,6 (2)시45:11; 계15:3,4 (3)출34:13,14 (4)고전10:20-22; 렘7:18-20; 겔16:26,27; 신32:16-20 
(5)호2:2-4 (6)신5:29

문111 제삼 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삼 계명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

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1)는 것입니다.
(1)출20:7=신 5:11

문112 제삼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삼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칭호, 속성(1), 규례(2), 말씀(3), 성례(4), 기도

(5), 맹세(6), 서약(7), 제비(8), 그의 사역(9)과, 그 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어떤 방편
들이라도, 생각(10)과 묵상(11)과 말(12)과 글(13)에서나 거룩한 고백(14)과 책임 있는 대화
(15)로 하나님의 영광(16)과 우리 자신(17)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18), 거룩하고 경건
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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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마6:9; 신28:58; 시29:2; 68:4; 계15:3,4 (2)말1:14; 전5:1 (3)시138:2 (4)고전11:24, 25,28,29 (5)딤전
2:8 (6)렘4:2 (7)시76:11; 전5:2,4-6 (8)행1:24,26 (9)욥36:24 (10)말3:16 (11)시8:1,3,4,9 (12)골3:17; 
시105:2,5 (13)시102:18 (14)벧전3:15; 미4:5 (15)빌1:27 (16)고전10:31 (17)렘32:39 (18)벧전2:12

문113 제삼 계명에서 금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답 제삼 계명에서 금하는 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명한대로 사용하지 않 는 것(1), 

그 이름을 무지하게(2), 헛되이(3), 불경건하게, 속되게(4), 미신적으로(5), 혹은 악하게 언급함으
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 하나님의 칭호, 속성(6), 규례(7), 사역(8)을 모독(9)과 위증
(10)에 사용하는 것, 그리고 모든 죄악 된 저주(11), 맹세(12), 서원(13), 제비(14)에 사용하는 
것,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을 위반하고(15), 불법적인 맹세와 서원들을 지키는 것(16), 하나님의 작
정과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고(17) 항변하며(18), 이를 호기심으로 파고들거나 잘못 적용하는 것
(19),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것의 어느 부분을 잘못 해석하고(20) 잘못 적용하고(21), 혹은 어떤 
방식으로 왜곡하여(22) 모독적인 농담(23)이나 별나고 무익한 질문들이나 헛된 말다툼이나 거짓 
교리를 지지하는 일에 악용하는 것(24), 하나님의 이름을 피조물이나 하나님의 이름 아래 내포되어 
있는 무엇에나 마술(25), 혹은 죄악 된 정욕과 행동에 남용하는 것(26),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및 
방법들을 훼방하고(27) 경멸하고(28) 욕하거나(29) 교활하게 반대하는 것(30), 외식과 악한 목적
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31),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32), 적합하지 않고(33), 지혜롭지 
못하고(34), 열매가 없고(35), 무례한 행동을 하여(36) 그 이름에 수치를 돌리거나 그 이름을 배
반하는 것(37)입니다.
(1)말2:2 (2)행17:23 (3)잠30:9 (4)말1:6,7,12; 3:14 (5)삼상4:3-5; 렘7:4,9,10,14,31; 골2:20-22 (6)왕하
18:30,35; 출5:2; 시139:20 (7)시50:16,17 (8)사5:12 (9)왕하18:30,35; 출5:2 (10)슥5:4; 8:17 (11)삼상
17:43; 삼하16:5 (12)렘5:7; 23:10 (13)신23:18; 행23:12,14 (14)에3:7; 9:24; 시22:18 (15)시24:4; 겔
17:16,18,19 (16)막6:26; 삼상25:22,32,33,34 (17)전8:11; 9:3; 시39편 (18)롬9:14,19,20 (19)롬3:5,7; 
6:1-2 (20)마5:21-48 (21)겔13:22 (22)벧3:16; 마22:23-33 (23)사22:13; 렘23:34,36,38 (24)딤전
1:4,6,7; 6:4,5,20; 딤후2:14; 딛3:9 (25)신18:10-14; 행19:13 (26)딤후4:3,4; 롬13:13,14; 왕상21:9,10; 유4 
(27)행 13:45;요일3:12 (28)시1:1; 벧후3:3 (29)벧전4:4 (30)행13:45,46,50; 4:18; 19:9; 살전2:16; 히
10:29 (31)딤후3:5; 마23:14; 6:1,2,5,16 (32)막8:38 (33)시73:14,15 (34)고전6:5,6; 엡 5:15-17 (35)사
5:4; 벧후1:8,9 (36)롬2:23,24 (37)갈3:1,3; 히6:6

문114 제삼 계명에 어떤 이유들이 첨가되어 있습니까?
답 제삼 계명에 첨가된 이유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1)는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시므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 특히 이 계명을 범한 자들이, 사람들의 비난과 벌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3), 하나님께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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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결코 사면하거나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들이 자신의 의로운 심판을 결단코 피하지 못하
게 하실 것입니다(4).
(1)출20:7 (2)레19:12 (3)삼상2:12,17,22,24; 참조. 삼상3:3 (4)겔36:21-23; 신28:58,59; 슥5:2-4

문115 제사 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사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
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1)하신 것입니다.
(1)출20:8-11=신5:13-15

문116 제사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사 계명이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으로 정하신 날, 특별히 이레 중 

온 하루를 하나님께 성결하게 하거나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 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
활까지는 일곱째 날이었으나, 그 후부터는 매주 첫 날이 되어 세상 끝 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이
것이 기독교의 안식일이고(1), 신약 에서는 주일(the Lord's day)이라고 합니다(2).
(1)신5:12-14; 창2:2,3; 고전16:1,2; 행20:7; 마5:17,18; 사56:2,4,6,7 (2)계1:10

문117 안식일 혹은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여야 합니까?
답 안식일 혹은 주일을 거룩하게 하려면 언제나 죄악 된 일들 뿐 아니라 다른 날에 합당 한 세상 

일들과 오락을 그만두고(1) 온 종일 거룩하게 휴식을 취하되(2), 부득이 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3), 공사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전히 하루를 보내는 
것을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4).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마음을 준비해야 하고, 세상일을 미
리 부지런하고 절제 있게 정리하고 적절히 처리하여 주일의 의무들을 더 자유롭고 적절하게 이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5).
(1)출16:25-28; 느13:15-22; 렘17:21,22 (2)출20:8,10 (3)마12:1-13 (4)사58:13; 눅4:16; 행20:7; 고전
16:1,2; 시92편; 사66:23; 레23:3 (5)출20:8; 눅23:54,56; 출16:22,25,26,29; 느13:19

문118 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특별히 가정의 가장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주어 집니까?
답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특별히 가정의 가장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들 자신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뿐 아니라, 그들의 통솔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키게 해야 하기 
때문이며, 그들은 자신의 일로 아랫사람들이 안식일을이 지키지 못하게 종종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
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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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출20:10; 수24:15; 느13:15,17; 렘17:20-22; 출23:12

문119 제 사 계명에서 금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답 제 사 계명에서 금하는 죄들은, 요구된 의무들을 누락시키는 모든 것(1), 그 의무들을 부주의하고 

태만하고 무익하게 이행하는 것과 그 의무들에 대해 싫증을 느끼는 것(2), 게으름과 죄악 된 일을 
행함으로(3), 또 세속적인 일이나 오락들에 대한 불필요한 일과 말과 생각들로 그 날을 모독하는 
것입니다(4).
(1)겔22:26 (2)행20:7,9; 겔33:30-32; 암8:5; 말1:13 (3)겔23:38 (4)렘17:24,27; 사58:13

문120 제 사 계명을 더욱 강화하려고 그것에 첨가한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답 제 사 계명을 더욱 강화하려고 그것에 첨가한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1)하신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레 중 엿새를 우리 자신의 일들을 위하
여 허락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는 하루만을 남겨 두신 이 계명의 공평성입니다. 둘째, "일곱
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2)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날에 대해서 특별한 예의를 
갖출 것을 요구하신 것 입니다. 셋째,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신" 하나님의 모범입니다. 넷째,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 여 그날
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는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날 을 복되게 하셔서 이 날
을 자기를 예배하는 날로 성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킬 때 그것이 우리
에게 복의 방편이 되도록 정하신 것입니다(3).
(1)출20:9 (2)출20:10 (3)출20:11

문121 왜 제 사 계명은 '기억하라'는 말로 시작합니까?
답 제 사 계명이 '기억하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은(1) 한편으로는 안식일을 기억함에서 오는 큰 유익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 날을 잘 지키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고(2), 그 날
을 지킴으로써 다른 모든 계명들을 더 잘 지키게 되며(3), 종교의 요약을 담고 있는 창조와 구원
이라는 두 가지 큰 은덕들을 계속 감사히 기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4).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가 그 날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5). 이는 우리 안에 그 날에 대한 본성의 빛이 더 
약한 반면에(6), 그 계명은 우리가 다른 때에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본성의 자유
를 제한하고(7), 안식일이 이레 중에 단 한번만 오고 그 사이에 많은 세상적 일들이 일어나서, 너
무나 자주 우리의 마음을 그 날을 준비하거나 거룩하게 하려는 생각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
다(8). 더불어 사단은 그의 도구들을 동원하여 필사적으로 그 날의 영광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기억조차 박멸하여 온갖 불신과 불경을 조장하려 하기 때문입니다(9).
(1)출20:8 (2)출16:23; 눅23:54,56; 막15:42; 느13:19 (3)겔20:12,19,20 (4)창2:2,3; 계1:10 (5)겔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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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느9:14 (7)출34:21 (8)신5:14,15; 암8:5 (9)렘17:21-23; 느13:15-23

문122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는 여섯 계명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답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는 여섯 계명의 요약은,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 같이 사랑하며

(1), 남에게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2).
(1)마22:39 (2)마7:12

문123 제 오 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오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는 것입니다(1).
(1)출20:12

문124 제 오 계명이 말하는 부모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답 제 오 계명이 말하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1) 연령과(2)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들과, 

특히 가정과 교회와(3) 국가에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
다.
(1)잠23:22,25; 엡6:1,2 (2)딤전5:1,2 (3)왕하2:12; 13:14; 갈4:19

문125 왜 윗사람들을 부모라고 칭합니까?
답 윗사람들을 부모라고 칭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에 대한 모든 의무를 행할 때

에, 어떤 종류의 관계에 있든지 부모처럼 그들에게 사랑과 부드러움을 나타내도록 가르치기 위함
입니다(1).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 대한 의무들을 수행할 때, 자기 부모에
게 하듯이 더 큰 자발성과 즐거움으로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2).
(1)엡6:4; 고후12:14; 살전2:7,8 민11:11,12 (2)고전4:14-16.

문126 제 오 계명의 일반적인 범위는 무엇입니까?
답 제오 계명의 일반적인 범위는 우리가 여러 인간관계들에서 아랫사람, 윗사람, 또는 동등한 사람으

로서 서로에게 지고 있는 의무들을 행하는 것입니다(1).
(1)엡5:21; 벧전2;17; 롬12:10.

문127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을 어떻게 존경해야 합니까?
답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을 마음과(1) 말과(2) 행동에(3) 있어서 마땅한 경의로 존경해야 합니다. 그

들을 위한 기도와 감사로(4), 그들의 덕과 은혜를 본받음으로(5), 그들의 정당한 명령과 조언에 즐
거이 순종하고(6), 그들의 교정에 기꺼이 순복함으로(7), 그들의 다양한 계급과 지위의 성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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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들의 인격과 권위에 충성하며(8), 그것들을 변호하고(9) 지지하며(10),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
지고 사랑으로 덮어줌으로(11)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을 존경해야 합니다(12).
(1)말1:6; 레19:3 (2)벧전3:6 (3)레19:32; 왕상2:19 (4)딤전1:1,2 (5)히13:7; 빌3:17 (6)엡6:1,2,5-7; 벧전
2:13,14; 롬13:1-5; 히13:17; 잠4:4; 23:22; 출18:19,24 (7)히12:9 (8)딛 2:9,10 (9)삼상26:15,16; 삼하18:3 
(10)마22:21; 롬13:6,7; 딤전5:17,18; 갈6:6; 창45:11; 47:12 (11)벧전2:18; 잠23;22; 창9:23 (12)시127:3-5; 
잠31:23

문128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범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답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범하는 죄는 윗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함과(1), 그들의 정당한 권

고와(2) 명령과 교정에도 불구하고(3) 그들의 인격과(4) 지위를(5) 시기하고 경멸하며(6) 거스르는 
것입니다(7). 또한 저주하고 조롱하는 것과(8),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에 치욕과 불명예가 되는 모든 
완고하고 불미스러운 태도들입니다(9).
(1)마15:4-6 (2)삼상2:25 (3)신21:18-21 (4)출21:15 (5)삼상10:27 (6)삼상8:7; 사3:5 (7)삼하15:1-12 
(8)잠30:11,17 (9)잠19:26

문129 아랫사람들에 대한 윗사람들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윗사람들의 의무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와 그들이 서 있는 관계에 따라서 그들의 아

랫사람들을 사랑하고(1)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2) 축복할 뿐만 아니라(3), 그들을 가르치고(4) 
권고하며 훈계하는 것입니다(5). 또한 잘하는 자들에게는 격려하고 칭찬하며(6) 상주는 것과(7), 
잘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하고 책망하며 징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8) 그들을 보
호하며 그들을 위해 영육 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9). 그리고 신중하며 지혜롭
고 거룩하며 모범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스스로를 영예롭게 함으로써(10), 하나님께
서 그들에게 위임하신 권위를 보존하는 것입니다(11).
(1)골3:19, 딛2:4 (2)삼상12:23; 욥1:5 (3)왕상8:55,56; 히7:7; 창49:28 (4)신6:6,7 (5)엡6:4 (6)롬13:3 (7)
벧전2:14 (8)롬13:3,4; 잠29:15; 벧전2:14 (9)엡6:4; 딤전5:8; 욥29:12-17; 사1:10,17 (10)딤전4:12; 딛
2:3-5; 왕상3:28 (11)딛2:15.

문130 윗사람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답 윗사람들의 죄는 그들에게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1), 그들 자신과(2) 그들의 영광

(3), 안일, 이익, 또는 기쁨을(4)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일이나(5) 아랫사람의 힘
에 부치는 일을 하라고 명하며(6), 악한 일을 권하고(7) 격려하며(8) 좋아하게 하고(9), 선한 일을 
만류하고 저지하며 부끄러워하게 하는 것입니다(10). 그들을 부당하게 징계하며(11), 그들을 오류
와 유혹과 위험에 부주의하게 노출시키고 방치하며(12), 그들을 노하도록 격동시키는 것입니다
(13). 또는 어떤 형태로든 그들을 욕되게 하거나(14), 부당하고 경솔하며 가혹하고 부주의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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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들의 권위를 깎아 내리는 일입니다(15).
(1)겔34:2-4 (2)빌2:21 (3)요5:44, 7:18 (4)사56:10,11; 신17:17 (5)단3:4-6; 행4:17,18 (6)출5:10-18; 
마23:2,4 (7)마14:8; 막6:24 (8)삼하13:28 (9)삼상3:13 (10)요7:46-49; 출5:17 (11)벧전2:19-20; 신25:3 
(12)레19:29; 창38:11,26; 행18:17 (13)엡6:4 (14)창9:21 (15)왕상1:6; 12:13-16; 삼상2:29-31

문131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의무는 서로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1) 서로를 먼저 존중 하며(2) 서

로에게 있는 은사들과 진보를 자신의 것인 양 기뻐하는 것입니다(3).
(1)벧전2:17 (2)롬12:10 (3)롬12:15,16; 빌2:3,4

문132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죄는 무엇입니까?
답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죄는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1), 서로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며

(2) 서로의 은사를 시기하고(3), 피차 진보와 번영을 속상해 하며(4), 서로 남보다 우월함을 찬탈
하려는 것입니다(5).
(1)롬13:8 (2)딤후3:3 (3)행7:9; 갈5:26 (4)민12:2; 에6:12,13 (5)눅22:24; 요삼1:9.

문133 제 오 계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추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제오 계명에 추가된 이유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는(1) 말씀에 

들어 있는데, 이것은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장수와 번영의 분명한 약속입니
다. 이 약속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선을 위해 사용되는 범위 내에서 말입니다(2).
(1)출20:12 (2)신5:16; 엡6:2,3

문134 제 육 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육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1).

(1)출20:13.
 

문135 제 육 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제육 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우리 자신과(1)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세심한 

연구와 올바른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2). 그것은 누구의 생명이든 부당하게 앗아 가려는 모든 
생각과 의도를 대적하고(3), 그런 모든 격정을 억누르고(4), 그런 모든 기회와(5) 유혹과(6) 행위
를(7) 피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폭력에 대항하여 정당하게 방어하며,(8)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인내로 견디며(9),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10), 영혼을 즐겁게 하며(11), 식사와 음료와(12), 약과
(13), 수면과 노동과 오락(14)을 건전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생각(15), 사랑(16), 긍
휼(17), 온유, 부드러움, 친절과(18), 온순하고(19)부드럽고 예의바른 말과 행동(20), 관용과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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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자세, 해를 입힌 것에 대한 관용과 용서(21), 악을 선으로 갚음과(22), 낙심한 자들을 위
로하고 도우며 무고한 자들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것입니다(23).
(1)엡5:28,29 (2)왕상18:4 (3)렘26:15,16; 행23:12,16,17,21,27 (4)엡4:26,27 (5)삼하2:22;신22;8 (6)삼상
25:32,33; 잠1:10,11,15,16 (7)삼상24:12; 26:9-11 (8)창37:21,22; 시82:4; 잠24:11,12; 렘38:7-13; 삼상
14:45 (9)약5:7-11; 삼하16:10-12 (10)살전4:11; 시37:8-11 (11)잠17:22 (12)잠25:16,27; 전10:17 (13)
사 38:21 (14)전3:4 (15)삼상19:4,5; 22:13,14 (16)롬13:10 (17)눅10:33,34 (18)골3:12,13 (19)약3:17 
(20)벧전3:8-11; 잠15:1; 삿8:1-3 (21)마5:24; 엡4:2,32 (22)롬12:17-21 (23)살전5:14; 욥31:19,20; 마
25:35,36; 잠31:8,9

문136 제 육 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답 제육 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공적인 정의의 시행이나(1) 정당한 전쟁(2), 또는 정당방위 등의 경우

를(3) 제외하고 우리 자신이나(4)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모든 행동입니다(5). 또 생명을 
보존하는 합법적이고도 필수적인 방편을 소홀히 하거나 철회하는 것입니다(6). 악한 분노(7), 증오
심(8), 시기(9), 복수심과(10), 모든 과도한 격정과(11)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모든 염려와(12), 식
사와 음료의 사용과(13) 노동과(14) 오락의(15) 무절제함입니다. 격동하게 하는 말(16), 억압(17), 
다툼(18), 구타, 상해와(19) 타인의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입니다(20).
(1)민35:31,33 (2)렘48:10; 신20:5-20 (3)출22:2,3 (4)행16:28 (5)창9:6 (6)마25:42,43; 약2:15,16 (7)마
5:22 (8)요일3:15; 레19:17 (9)잠14:30 (10)롬12:19 (11)엡4:31; 약4:1 (12)마6:31,32 (13)눅21:34; 롬
13:13 (14)전4:8; 12:12 (15)사5:12 (16)잠15:1; 12:18 (17)겔18:18; 출1:14 (18)갈5:15; 잠23:29 (19)민
35:16-18,21 (20)출21:18-36

문137 제 칠 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칠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1).

(1)출20:14
제138 제 칠 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제칠 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몸, 생각, 감정(1), 말(2), 행동에 있어서의 순결함이며(3),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입니다(4). 눈을 비롯하여 모든 감각들을 조심하고(5) 절
제하며(6), 순결한 교제를 유지하고(7), 복장을 단정하게 하는 것입니다(8). 금욕의 은사가 없는 
이들은 결혼하고(9), 부부는 사랑으로(10) 동거하며(11), 우리의 소명을 부지런히 수행하고(12), 
부정의 모든 경우를 피하며 그 유혹들을 저항하는 것입니다(13).
(1)살전4:4 (2)골4:6 (3)벧전3:2 (4)고전7:2,35,36 (5)욥31:1 (6)행24:25 (7)잠2:16-20 (8)딤전2:9 (9)고
전7:2,9 (10)잠5:19,20 (11)벧전3:7 (12)잠31:27 (13)잠5:8; 창39:8-10

제139 제 칠 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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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제 칠 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1), 간통, 음행(2), 강간, 근친상간
(3), 남색과, 모든 비정상적인 색욕들입니다(4). 모든 부정한 상상, 생각, 의도와 감정이며(5), 모든 부
패하고 추잡한 대화, 또는 거기에 귀 기울이는 것과(6), 음탕한 눈길(7), 뻔뻔스럽고 경박한 행동, 단
정하지 못한 복장입니다(8). 합법적 결혼을 금하고(9) 불법적 결혼을 시행하는 것이며(10), 매춘가를 
허락하고, 용납하며, 보존하고, 방문하는 것입니다(11). 독신에 얽매이게 하는 서약과(12), 결혼을 지
나치게 미루는 것이며(13), 한 사람 이상의 아내나 남편을 동시에 취하는 것입니다(14). 부당한 이혼
이나(15) 버림이며(16), 게으름, 탐식, 술취함(17), 부정한 교제(18), 음탕한 노래와 서적과 그림과 
춤과 연극(19), 기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안에 부정을 자극하거나 행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20).
(1)잠5:7 (2)히13:4; 갈5:19 (3)삼하13:14; 고전5:1 (4)롬1:24,26,27; 레20:15,16 (5)마5:28;15:19; 골3:5 
(6)엡5:3,4; 잠7:5,21,22 (7)사3:16; 벧후2:14 (8)잠7:10,13 (9)딤전4:3 (10)레18:1-21; 막6:18; 말2:11,12 
(11)왕상16:12; 왕하23:7; 신23:17,18; 레19:29; 렘5:7; 잠7:24-27 (12)마19:10,11 (13)고전7:7-9; 창
38:26 (14)말2:14,15; 마19:5 (15)말2:16; 마5:32 (16)고전7:12,13 (17)겔16:49; 잠23:20-33 (18)창
39:10; 잠5:8 (19)엡5:4,9; 겔23:14-16; 사2315-17; 3:16; 벧전4:3 (20)겔23:40; 렘4:30

문140 제 팔 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팔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1).

(1)출20:15

문141 제 팔 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제팔 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과 거래에 있어서의 진실과 신실함과 공정

함입니다(1). 모든 이에게 각자의 몫을 주며(2), 정당한 소유주로부터 불법으로 압류한 재물을 반
환하는 것입니다(3). 우리의 능력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아낌없이 내어주며, 빌려주는 것입
니다(4). 이 세상 재물에 대한 우리의 가치판단, 소원과, 애착을 절제하며(5), 우리 본성의 유지에 
필요하고 편리하며, 우리의 상태에 적합한 것들을 획득하고 보존하며 사용하고 처리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6). 정당한 직업과(7), 그것에 근면하며(8), 검소하고(9), 불
필요한 법정소송과(10) 보증, 그 외에 채무 같은 것을 피함입니다(11).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산을 획득하고 보존하며 증진시키기 위해 모든 정당하고 합법적인 수단들을 동원
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12).
(1)시15:2,4; 슥7:4,10; 8:16,17 (2)롬13:7 (3)레6:2-5; 눅19:8 (4)눅6:30,38; 요일3:17; 엡4:28; 갈6:10 
(5)딤전6:6-9 (6)잠27:23-27; 전2:24; 3:12,13; 딤전6:17,18 (7)고전7:20; 창2:15; 3:19 (8)엡4:28; 잠
10:4 (9)요6:12; 잠21:20 (10)고전6:1-9 (11)잠6:1-6; 11:15 (12)레25:35; 신22:1-4; 출23:4,5; 빌2:4.

문142 제 팔 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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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제 팔 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1), 도적질(2), 강도(3), 사람 
납치(4), 장물취득(5), 사기거래(6), 저울과 치수를 속이는 것(7), 지계표를 옮기는 것(8),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나 신탁에 있어서의 부정과 불성실함입니다(9). 억압(10), 강탈(11), 고리대
금(12), 뇌물(13), 쓸데없는 소송(14), 부당하게 공유지를 사유화하는 것과, 사람들을 추방하는 것
입니다(15). 물건 값을 올리기 위한 사재기(16), 불법적인 직업(17), 우리 이웃에게 속한 것을 빼
앗거나 억류하거나, 우리 자신을 부유하게 하는 다른 모든 부당하고 악한 행위들입니다(18). 탐욕
(19), 세상 재물을 과도하게 소중히 여기며 애착하고(20), 그것들을 획득하고 보존하며 사용하는 
데 신뢰할 수 없고 노심초사하는 것이며(21), 다른 사람들의 번영을 시기하는 것입니다(22). 마찬
가지로 게으름(23), 방탕, 낭비성 게임이며, 우리들의 재산에 손해를 끼쳐(24) 하나님께서 우리에
게 주신 그 재산을 적절히 사용하여 그로부터 위로를 누리는 일을 가로막는 기타의 모든 행위들입
니다(25).
(1)약2:15,16; 요일3:17 (2)엡4:28 (3)시62;10 (4)딤전1:10 (5)잠29:24 (6)살전4:6; 레25:17 (7)잠11:1; 
20:10 (8)신19:14; 잠23:10 (9)암8:5; 시37:21; 눅16:10-12 (10)겔22:29 (11)겔22:12 (12)시15:5 (13)욥
15:34 (14)고전6:6-8; 잠3:29-30 (15)사5:8; 미2:2 (16)잠11:26 (17)행19:24 (18)욥20:19; 약5:4; 잠
21:6 (19)눅12:15 (20)딤전6:5; 골3:2; 잠23:5; 시62:10; 요일2:15 (21)마6:25-34; 전5:12 (22)시73:3; 
37:1,7 (23)살후3:11; 잠18:9 (24)잠21:17; 23:20,21; 28:19 (25)전4:8; 신12:7

문143 제 구 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구 계명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1).

(1)출20:16

문144 제 구 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제 구 계명에 요구하는 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과(1)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명예를 보존

하고 증진하는 것입니다(2). 진리를 위해 나서서 옹호하며(3), 재판과 정의에 있어서나 다른 어떠한 
일에 있어서라도(4) 진심으로(5) 성실하게(6), 자유롭게(7), 명백하게(8), 그리고 온전하게(9)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것입니다(10). 우리 이웃을 자비롭게 평가하고(11), 그들의 명예를 사랑하며 바라
고 기뻐하며(12), 그들의 연약함을 슬퍼하고(13) 덮어주며(14), 그들의 재능과 장점들을 기꺼이 인
정하는 것입니다(15). 그들의 결백을 변호하고(16), 그들에 관한 좋은 소문을 기꺼이 받아들이되
(17), 나쁜 소문은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으며(18), 험담하는 자들과(19) 아첨하는 자들과(20) 비
방하는 자들을 저지시키는 것입니다(21). 우리 자신의 좋은 평판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필요할 때는 
이를 변호하며(22), 정당한 약속을 지키고(23), 어떤 것이든지 참되고 정직하며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이 있는 것들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24).
(1)슥8:16 (2)요삼1:12 (3)잠31:8,9 (4)레 19:15; 엡4:25 (5)시15:2 (6)대하19:9 (7)삼상19:4,5 (8)수7:19 
(9)삼하14:18-20 (10)잠14:5 (11)고전13:7 (12)롬1:8; 요삼1:3,4 (13)고후2:4; 12:21 (14)잠17:9; 벧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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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15)고전1:4,5,7; 딤후1:4,5 (16)삼상22:14 (17)고전13:6,7 (18)시15:3 (19)잠25:23 (20)롬16:18 (21)
시101:5 (22)잠22:1; 요8:49 (23)시15:4 (24)빌4:8

문145 제 구 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답 제구 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특별히 공적 재판에서(1) 우리 자신과 이웃의 진실과 명예 를 해치

는 모든 일입니다(2). 거짓증거를 제공하며(3) 위증을 사주하고(4), 고의적으로 나서서 악한 소송
에 대해 변호하며, 진실을 대적하고 억압하는 것입니다(5). 불의한 판결을 내리고(6),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인에게 보상하기를 의인에게 하듯이하며, 의인에게 보상하기를 악인에게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7). 위조(8),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며, 공의로운 소송에서 부당하게 침묵하
는 것과(9), 불법에 대해 우리가 책망하고(10) 다른 이들에게 항의해야 할 때 잠자코 있는 것입니
다(11). 때에 맞지 않게 진실을 말하거나(12) 그릇된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말하거나(13), 진리를 
왜곡하여 그릇된 의미로 만들거나, 의심스럽고 애매한 표현으로 진실과 공의를 손상시키는 것입니
다(14). 비 진리를 말하며(15) 거짓말하고(16), 비방하며(17) 험담하고(18) 훼방하며(19),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20) 수군거리며(21) 비웃고(22) 욕하며(23), 경솔하고(24) 가혹하며(25) 편파적
으로 비난하는 것입니다(26). 의도와 말과 행동을 오해하는 것이며(27), 아첨과(28) 헛된 자랑
(29), 우리 자신이나 남들을 지나치게 높게 혹은 낮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30). 하나님이 주
신 재능들과 장점들을 부인하고(31), 적은 과실들을 더욱 악화시키고(32), 자유롭게 고백하도록 요
청받았을 때 죄를 숨기고 변명하고 경감시키는 것입니다(33). 약점을 쓸데없이 찾아내며(34) 헛소
문을 퍼뜨리고(35), 악한 소문을 받아들이고 지지하며(36) 공정한 변호에는 귀를 막는 것입니다
(37). 악하게 의심을 품는 것이며(38),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돌아가는 명예에 대
해 시기하며 배 아파하고(39), 그것을 손상시키려고 애쓰거나 갈망하며(40), 그들의 불명예와 오명
을 기뻐하는 것입니다(41). 조소하듯이 멸시하는 것(42), 맹신적으로 존경하는 것(43), 정당한 약
속을 위반하는 것입니다(44). 명예를 얻는 일에는 소홀히 하고, 불명예를 초래하는 일은 행하고 스
스로 피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을 막지 않는 것입니다(45).
(1)레19:15 (2)눅3:14; 삼하16:3 (3)잠19:5; 16:16,19 (4)행6:13 (5)렘9:3,5; 행24:2,5; 시52:1-4 (6)잠
17:15; 왕상21:9-14 (7)사5:23 (8)시119:69; 왕상21:8; 눅19:8; 16:5-7 (9)레5:1; 행5:3,8,9 (10)사58:1; 
왕상1:6; 레19:17 (11)사59:4 (12)삼상22:9,10,15; 시52:1-5 (13)시56:5; 요2:19; 마26:60,61 (14)창3:5; 
26:7,9 (15)사59:13 (16)레19:11; 골3:9 (17)시50:20 (18)시15:3 (19)약4:11; 렘38:4 (20)레19:16 (21)롬
1:29,30 (22)창21:9; 갈4:29 (23)고전6:10 (24)마7:1 (25)행28:4 (26)창38:24; 요7:27; 롬2:1 (27)느
6:6-8; 롬3:8; 시69:10; 삼상1:13-15; 삼하10:3 (28)시12:2,3; 롬16:18 (29)딤후3:2 (30)눅18:9,11; 롬
12:16; 고전4:6; 행12:22; 출4:10-14 (31)욥4:6, 27:5-6 (32)마7:3-5 (33)잠28:13; 30:20; 창3:12,13; 
4:9; 렘2:35; 왕하5:25 (34)창9:22; 잠25:9-10 (35)출23:1 (36)잠29:12 (37)행7:56-57; 욥31:13-14 
(38)고전13:5; 딤전6:4 (39)민11:29; 마21:15 (40)단6:3,4; 스4:12,13 (41)렘48:27 (42)시35:15,16,21; 마
27:28-29 (43)유1:16; 행12:22 (44)롬1:31 (45)삼상2:24; 삼하13:12-13; 잠5:8-9;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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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46 제 십 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십 계명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1).
(1)출20:17

문147 제 십 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제십 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우리 자신의 형편에 온전히 만족하고(1) 우리 이웃에 대해 인자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되, 우리 내면의 모든 움직임과 애정이 그에게 와 닿을 정도로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돌보고 증진시키는 것입니다(2).
(1)히13:5; 딤전6:6 (2)욥31:29; 롬12:15; 시122:7-9; 딤전1:5; 고전13:4-7

문148 제 십 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답 제십 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우리 자신의 재산에 만족하지 못하며(1), 우리 이웃의 재물에 대해 

시샘하고(2) 배 아파할 뿐만 아니라(3), 이웃이 가진 어떤 소유에 대해 과도하게 끌리고 애착하는 
모든 것입니다(4).
(1)왕상21:4; 에5:13; 고전10:10 (2)갈5:26; 약3:14,16 (3)시112:9,10; 느2:10 (4)롬7:7-9; 골3:5; 신5:21

문149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 아무도 자기 스스로든지(1), 혹은 이생에서 받는 은혜로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

고(2), 오히려 날마다 생각과(3) 말과 행동으로(4) 그 계명을 범합니다.
(1)약3:2; 요15:5; 롬8:3 (2)전7:20; 요일1:8,10; 갈5:17; 롬7:18,19 (3)창6:5, 8:21 (4)롬3:9-19; 약

3:2-12

문150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모든 죄들은 그 자체로서와 하나님 보시기에 동등하게 가증합니까?
답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모든 죄들이 동등하게 가증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죄는 그 자체로, 그리고 

여러 가지 악화시키는 요소들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보다 더 가증합니다(1).
(1)겔8:6,13,15; 요19:11; 요일5:16; 시78:17,32,56

문151 어떤 죄를 다른 죄보다 더 가증하게 악화시키는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답 죄를 더 악화시키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한 사람들에 따라서(1): 그들의 연령이 높거나 보다 더 많은 경험 혹은 은혜를 가졌거나(2), 

직업과(3) 재능과(4) 위치와(5) 직분에서 탁월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도자들이며(6), 그러기에 다
른 사람들이 그들을 본받게 되기가 쉬운 경우에 그렇습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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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한 대상에 따라서(8): 직접적으로 하나님과(9) 그분의 속성과(10) 예배(11), 그리스도와 그분
의 은혜(12), 성령과 그분의 증거와 사역에 대항하여 범죄할 경우입니다(13). 그리고 윗사람들과 
존경해야 할 사람들(14), 특별히 우리와 관련되고 우리를 고용한 윗사람들에 대항하여(15), 성도
들(16), 성도들 중에서도, 특히 연약한 형제들 중의 한 사람에게나, 그들의 영혼이나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항하여(17), 모든 사람들 혹은 많은 사람들의 공동의 유익에 대항하여 범죄한 경우입니
다(18).

3. 범죄의 성격과 질에 따라서(19): 그들의 범죄가 율법에 분명히 명시된 것을 거스른 것 이거나(20), 
많은 계명을 범했거나 많은 죄를 포함한 범죄를 하는 경우입니다(21). 마음속에 품었을 뿐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표출되고(22), 다른 사람을 중상하고(23) 보상할 의지가 없는 범죄인 경우입니다
(24). 은혜의 방편들과(25) 긍휼(26), 심판과(27) 본성의 빛(28), 양심의 가책(29), 공적 혹은 사적
인 권면(30), 교회의 견책(31), 국가의 징벌과(32), 우리의 기도와 삶의 목적, 약속과 서약, 언약과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에 대항한 범죄인 경우입니다(33). 일부러(34), 고의적으로, 뻔뻔스럽고, 경
솔하게, 자랑삼아(35), 사악하게(36), 자주(37), 완강히(38), 기쁨으로(39), 계속적으로(40) 혹은 
회개한 후 타락함으로 범죄하는 경우입니다(41).

4. 때와(42) 장소의(43) 상황에 따라서: 주일이나(44) 다른 예배 시(45) 또는 예배 직전이나(46) 직
후나(47), 그런 범죄를 예방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도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는 경우
입니다(48). 공개적으로 남들 앞에서 범죄함으로써 그들이 그로 인해 죄에 자극되고 오염될 수 있
는 경우입니다(49).
(1)렘2:8; 욥32:7,9; 전4:13 (2)왕상11:4,9 (3)삼하12:14 (4)약4:17; 눅12:47,48 (5)렘5:4,5; 삼하12:7-9; 
겔8:11,12 (6)롬2:17-24 (7)벧후2:2; 갈2:11-14 (8)요일5:10; 마 21:38,39 (9)삼상2:25; 행5:4; 시51:4 
(10)롬2:4 (11)고전10:21,22; 말1:8,14 (12)요3:18,36; 히2:2,3; 12:25 (13)히10:29; 마12:31,32; 엡4:30; 
히6:4-6 (14)유1:8; 민12:8,9 (15)잠30:17; 시55:12-15 (16)습2:8,10,11; 마18:6; 고전6:8; 계17:6 (17)고
전8:11-12; 롬14:13, 15, 21; 겔13:19; 고전8:12; 계18:12,13; 마23:15 (18)살전2:15-16; 마23:34-38; 수
22:20 (19)잠6:30-33 (20)겔20:12,13; 스9:10-12; 왕상11:9,10 (21)골3:5; 딤전6:10; 잠5:8-12; 6:32,33; 
수7:21 (22)미2:1,2; 약1:14; 마5:22 (23)마18:7; 롬2:23,24 (24)잠6:32-35; 마16:26; 신22:22,28,29 (25)
마11:21-24; 요15:22 (26)사1:3; 스9:13,14; 신32:6 (27)암4:8-11; 렘5:3 (28)롬1:20,21,26,27 (29)롬
1:32; 단5:22; 딛3:10 (30)잠29:1 (31)딛3:10; 마18:17 (32)롬13:1-5 (33)시78:34-37; 렘42:5,6,20,21; 
31:32; 전5:4-6; 잠20:25; 레26:25; 잠2:17; 겔17:18,19 (34)시36:4; 렘6:16 (35)민15:30; 출21:14; 렘3:3; 
6:15; 잠7:13 (36)요삼1:10; 겔35:5,6 (37)민14:22 (38)슥7:11,12 (39)잠2:14 (40)사57:17 (41)렘
34:8-11; 히6:4,6; 벧후2:20-22 (42)사22:12-14; 왕하5:26 (43)렘7:10; 사26:10 (44)겔23:37-39 (45)사 
58:3-5; 민25:6-7 (46)고전11:20,21; 렘7:8-10 (47)잠7:14-15; 요13:27,30 (48)대하36:15,16; 느
9:13-16 (49)삼하16:22; 삼상2:22-24

문152 모든 죄마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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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모든 죄는, 그것이 비록 가장 작은 죄라 할지라도(1)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과(2) 거룩하심(3), 
그리고 그의 의로운 율법에 대항한 것이기에(4), 현세와(5) 내세에서(6) 그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하며(7),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결코 속죄될 수 없습니다(8).
(1)약2:10,11 (2)신32:6 (3)합1:13; 레10:3; 11:44,45; 벧전1:15,16 (4)요일3:4; 롬7:12; 갈3:10 (5)신
28:15-68; 잠13:21; 애3:39 (6)마25:41 (7)엡5:6; 갈3:10 (8)히9:22

문153 우리가 범법함으로 받게 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우리가 범법함으로 받게 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
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1),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중보의 은덕을 
전달하시는 외적 방편들을 부지런히 활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2).
(1)행20:21; 마3:7,8; 눅13:3,5; 행16:30,31; 요3:16,18 (2)잠2:1-5; 8:33-36

문154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중보의 은덕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 방편들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그의 중보의 은덕을 전달하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방편들 은 그의 모든 

규례들,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데, 이 모든 것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데 효력이 
있게 합니다(1).
(1)마28:19,20; 행2:42,46,47; 딤전4:16; 고전1:21; 엡5:19,20; 6:17,18

문155 어떻게 말씀이 구원에 효력 있게 됩니까?
답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말씀에 대한 설교를 통해,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1) 확신하

게 하며 겸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2), 그들을 자신들로부터 나오게 하여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며
(3),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4) 그분의 뜻에 복종하게 하시며(5), 유혹과 부패에 대항하여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6), 은혜 안에 자라게 하시고(7),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마
음을 거룩함과 위로로 견고하게 세워 가십니다(8).
(1)느8:8; 행26:18; 시19:7-8 (2)고전14:24,25; 대하34:18,19,26-28 (3)행2:37,41;39 (4)고후3:18 (5)고후
10:4-6; 롬6:17 (6)마4:4,7,10; 엡6:16,17; 시19:11; 고전10:11 (7)행20:32; 딤후3:11-17 (8)롬1:16; 
10:13-17; 15:4; 16:25; 살전3:2,10,11,13

문156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합니까?
답 비록 모든 사람들이 다 공적으로 회중에게 말씀을 봉독하게 허락되어 있지는 않지만(1), 어떤 부

류의 사람들이라도 각자 개별적으로뿐만 아니라(2)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읽어야 할 의무는 있습
니다(3). 그러기 위해 성경은 원어에서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4).
(1)신31:9,11-13; 느8:2,3; 9:3,5 (2)신17:19; 계1:3; 요5:39; 사34:16 (3)신6:6-9; 창18:17,19; 시7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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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고전14:6,9,11,12,15,16,24,27,28

문157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답 성경은 숭고하고 경건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1).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2),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굳은 신념과(3) 성경에 계시된 하
나님의 뜻을 알고 믿으며 순종하려는 갈망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4). 성경의 내용과 의도에 대
해 부지런함과(5) 주의를 기울임으로(6), 묵상과(7) 적용과(8) 자기 부인과(9) 기도로(10) 읽어
야 합니다.
(1)시19:10; 느8:3-10; 출24:7; 대하34:27; 사66:2 (2)벧후1:19-21 (3)눅24:45; 고후3:13-16 (4)신
17:19,20 (5)행17:11 (6) 행8:30,34; 눅10:26-28 (7)시1:2, 119:97 (8)대하34:21 (9)잠3:5; 신33:3 (10)
잠2:1-6; 시119:18

문158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설교할 수 있습니까?
답 충분한 은사를 갖추었을 뿐 아니라(1) 정식으로 인정을 받아 이 직분에 부름을 받은 사람만이 하

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습니다(2).
(1)딤전3:2,6; 말2:7 (2)렘14:15; 롬10:15; 히5:4; 고전12:28,29; 딤전 4:14; 5:22

문159 그렇게 부름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합니까?
답 말씀의 사역에 수고하도록 부름 받은 이들은 올바른 교리를(1) 설교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

든지(2) 부지런하게(3), 사람의 지혜가 권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4) 단순명료
하게(5), 하나님의 모든 작정을 알도록(6) 신실하게(7), 청중들의 필요와 수용능력에 맞게 적용하며
(8) 지혜롭게(9), 하나님과(10) 그분의 백성들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11) 열렬히(12), 하
나님의 영광과(13) 백성들의 회심과(14) 성숙과(15) 구원을(16) 추구하며 진정으로(17) 설교해야 
합니다.
(1)딛2:1,7,8 (2)딤후4:2 (3)행18:25 (4)고전2:4 (5)고전14:19 (6)행20:27 (7)렘23:28; 고전4:1,2 (8)고전
3:2; 히5:12-14 (9)골1:28; 딤후2:15 (10)고후5:13,14; 빌1:15-17 (11)골4:12; 고후12:15 (12)행18:25; 딤
후4:5 (13)살전2:4-6; 요7:18 (14)고전9:19-22 (15)고후12:19; 엡4:12 (16)딤전4:16; 행26:16-18 (17)고
후2:17; 4:2

문160 설교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설교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준비된 자세와(1) 기도로(2) 

설교에 부지런히(3) 참여해야 하며, 그 들은 바를 성경을 통해 점검해 보고(4), 믿음과(5) 사랑과
(6) 온유함과(7) 준비된 마음으로 진리를 받되(8) 하나님의 말씀으로(9)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묵
상하고(10) 숙고하며(11),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여(12) 그 말씀의 열매가 삶 가운데 맺히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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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합니다(13).
(1)벧전2:1,2; 눅8:18 (2)시119:18; 엡6:18,19 (3)잠8:34 (4)행17:11 (5)히4:2 (6)살후2:10 (7)약1:21 (8)
행17:11 (9)살전2:13 (10)눅9:44; 히2:1 (11)눅24:14; 신6:6,7 (12)잠2:1; 시119:11 (13)눅8:15; 약1:25

문161 어떻게 성례가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 됩니까?
답 성례가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 되는 것은 그 자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나 그것 을 시행하는 이의 

경건이나 의도에서 파생되는 효능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례를 제정하신 그리
스도의 축복으로 말미암습니다(1).
(1)벧전3:21; 행 8:13; 고전3:6,7; 6:11; 12:13

문162 성례는 무엇입니까?
답 성례는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인데(1), 은혜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2) 그

리스도 중보의 은덕을(3) 상징하고 인치며 전시하기 위한 것입니다(4). 이는 또한 그들의 믿음과 다
른 모든 은혜들을 강화하며 증진시키고(5),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며(6), 그들 상호간의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귀히 간직하게 하며(7), 그들을 은혜언약 밖에 있는 이들과(8) 구별하게 합니다.
(1)창17:7,10; 출12:1-51; 마26:26-28; 28:19 (2)롬15:8; 출12:48 (3)행2:38; 고전10:16 (4)롬4:11; 고전
11:24-25 (5)요6:56,57 (6)롬6:3,4; 고전5:6-8 (7)엡4:2-5; 고전12:13 (8)수5:9; 사52:1,11; 고전10:21; 
엡2:11-12; 창34:14

문163 성례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답 성례의 요소는 둘인데, 하나는 그리스도 자신이 정하심을 따라 사용하는 외적이며 눈에 보이는 표

지이고, 다른 하나는 그 표지가 상징하는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입니다(1).
(1)마3:11; 벧전3:21; 롬2:28,29

문164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답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제정하신 성례는 두 가지인데, 곧 세례와 성찬입니다(1).

(1)마26:26-28; 28:19; 고전11:23-26

문165 세례는 무엇입니까?
답 세례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례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의식을 제정하시되, 이 의식이(1)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임 받고(2), 그의 피로 죄 사함 받으며
(3) 성령으로 거듭나고(4), 양자가 되며(5)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에 대한 표지와 증표가 되
게 하신 것입니다(6). 이로써 세례 받은 당사자들은 유형 교회에 엄숙하게 받아들여지고(7) 전적으
로 그리고 오직 주님께 속했다는 공개적이고 고백적인 계약을 맺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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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마28:19; 엡5:26 (2)갈3:27 (3)막1:4; 계1:5 (4)딛3:5 (5)갈3:26,27 (6)고전15:29; 롬6:3-5 (7)고전
12:13

문166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까?
답 누구든지 가시적인 교회 밖에 있어서 약속의 언약에 외인인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할 때까지는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1). 그러나 양편 혹은 한편의 부모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유아들은 그 언약 안에 있는 것으로 간
주되므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2).
(1)행2:38; 8:36 (2)창17:7,9; 갈3:9,14; 골2:11,12; 행2:38,39; 롬4:11,12; 고전7:14

문167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받은 세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까?
답 우리가 받은 세례를 향상시켜야 할 의무는, 꼭 필요하지만 매우 소홀히 해 왔는데, 우리가 평생에 걸

쳐 이행하며, 특별히 시험을 당할 때와 다른 사람들이 세례 받는 자리에 참석했을 때 해야 합니다
(1). 세례의 본질과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제정하신 목적, 세례를 통해 부여되고 보증된 특권과 은덕, 
세례에서 한 엄숙한 서약을 신중하면서도 감사히 숙고함으로써 해야 합니다(2). 우리 죄악의 더러움
과, 세례의 은혜와 우리의 맹세에 못 미치고 역행하는 것으로 인해 겸손해지며(3), 이 성례 안에서 
보증된 죄 사함과 다른 모든 축복 에 대한 확신에 이르기까지 성숙함으로써 해야 합니다(4).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죄를 죽이고 은혜를 소생시키기 위해서(5)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부터 힘을 얻음으로써 해야 합니다. 또 믿음으로 살고(6), 그리스도께 자신들의 이름을 드린 자들로
서 거룩함과 의로움 가운데 대화하고(7),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기에 형제 사랑 안
에서 행하기를 힘씀으로써 해야 합니다(8).
(1)롬6:4,6,11 (2)롬6:3-5 (3)고전1:11-13; 롬6:2,3 (4)롬4:11,12; 벧전3:21 (5)롬6:3-5 (6)갈3:26-27 
(7)롬6:22 (8)고전12:13,25-27

문168 성찬은 무엇입니까?
답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의 죽으심을 보여주

는 신약의 성례입니다(1).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
적 영양분을 공급받고 은혜 가운데 자라며(2), 그들이 주님과 갖는 연합과 교제를 확신하고(3),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4) 헌신뿐만 아니라(5),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 나누는 사랑과 교제
를 증거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6).
(1)눅22:20 (2)마26:26,28; 고전11:20, 23-26 (3)고전10:16 (4)고전 11:24 (5)고전10:14-16,21 (6)고전

10:17

문169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예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주고받으라고 명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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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명하시기를,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는 성찬 제정에 관
한 말씀과 감사와 기도로 떡과 포도주를 일반적인 용도로부터 구별하고, 떡을 취하여 떼고 떡과 포
도주를 수찬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찬자들은 동일한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
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해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을 감사히 기념함으로 떡을 취하여 먹고 포도
주를 마셔야 합니다(1).
(1)고전11:23,24; 마26:26-28; 막14:22-24; 눅22:19,20

문170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이들은 어떻게 그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
게 됩니까?

답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찬의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또는 아래에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임재
하지는 않지만(1), 수찬자들에게 외적으로 느껴지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참되고도 실제적으로 그들
의 믿음에 영적으로 임재합니다(2). 그러므로 성찬 예식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이들은 그 예식을 통
해서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
니다(3). 하지만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이 가져다준 모든 은덕을 믿음으
로 받고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한에서는 참되고도 실제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4).
(1)행3:21 (2)마26:26,28 (3)고전11:24-29 (4)고전10:16

문171 성찬의 성례를 받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떻게 자신들을 준비해야 합니까?
답 성찬의 성례를 받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성찬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자신들을 준비해야 합

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에 대해(1), 자신들의 죄와 부족함에 대해(2), 자신들의 지식과 
믿음과(3) 회개와(4)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5) 모든 사람에 대한 긍휼과(6) 잘못한 이들
에 대한 용서의(7) 진실성과 분량에 대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들의 갈망과(8) 자신들의 새
로운 순종에(9) 대해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10) 또한 이 덕목들을 반복적으로 실천함과(11), 깊
은 묵상과(12) 뜨거운 기도로(13) 성찬을 준비해야 합니다.
(1)고전11:28; 고후13:5 (2)고전5:7; 출12:15 (3) 고후13:5 (4)슥12:10; 고전11:31 (5)고전10:16,17; 행
2:46,47 (6)고전11:18,20,22 (7)마5:23,24 (8)사55:1; 요7:37 (9)고전5:7,8 (10)고전11:29; 마26:28 (11)고전
11:25,26,28; 히10:21,24; 시26:6 (12)고전11:24,25 (13)대하30:18,19

문172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또는 성찬에 임할 합당한 준비가 되었는지 의심하는 이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답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또는 성찬의 성례에 합당한 준비가 되었는지 의심하는 이도, 비록 그
에 대해 아직 확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가 그런 결핍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여(1)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2) 악에서 떠나기를(3) 진실하
게 원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럴 경우, (약하고 의심하는 그리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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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도 약속은 주어지고 성례는 제정된 것이기에(4)) 그는 자신의 불신앙을 애
통해 하고(5) 의심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6). 그렇게 하면서 그는 더욱 더 강건해지기 위해
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7).
(1)마5:3,4; 시73:22,23 (2)빌3:8,9 (3)딤후2:19; 시66:18-20 (4)사40:11,29,31; 마11:28; 12:20; 26:28 
(5)막9:24 (6)행2:37, 16:30 (7)고전11:28

문173 신앙을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이에게 성찬을 못 받게 할 수 있습니까?
답 비록 신앙을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무지하며 수치스러운 일이 드러난 이들

은,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 변화되기까지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맡기신 권세로 성찬을 못 받게 
할 수 있으며 또한 못 받게 해야 합니다(1).
(1)고전11;27-34; 마7:6; 고전5:1-13

문174 성찬예식을 거행할 때 성찬을 받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성찬의 성례를 받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것을 거행하는 동안 모든 거룩한 경외심과 집중함으

로 하나님을 앙망하며(1), 성례의 요소들과 동작들을 부지런히 따르고(2), 주님의 몸을 주의 깊게 
분별하며(3), 그분의 죽음과 고난을 마음을 다해 묵상함으로써(4) 그 은혜가 왕성하게 역사하도록 
스스로를 자극하는 것입니다(5). 그들 스스로를 판단하여(6) 죄를 슬퍼하고(7), 그리스도에 대해 진
정으로 주리고 목말라 하며(8)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고(9), 그의 충만함을 받으며(10) 그의 공로
를 의지하고(11), 그의 사랑을 기뻐하며(12) 그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언약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13).
(1)레10:3; 시5:7; 고전11:27 (2)출24:8 (3)고전11:29 (4)눅22:19 (5)고전10:3-5,11,14; 11:26 (6)고전
11:31 (7)슥12:10 (8)계22:17 (9)요6:35 (10)요1:16 (11)빌3:9 (12)시63:4,5; 대하30:21 (13)행2:42; 렘
50:5

문175 성찬의 성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성찬의 성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는 그들이 성찬식에서 어떻게 행동했으며, 어

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심각하게 숙고하는 것입니다(1). 만일 그들이 소생함과 위로를 경험했으면, 
그로 인해 하나님을 송축하고(2) 그 은혜가 계속되기를 간구하며(3), 다시 이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
도록 주의하고(4), 서약한 것을 실천하며(5) 그 예식에 자주 참여하도록 스스로 힘써야 합니다(6). 
그러나 그들이 그 당시에는 아무런 은덕을 얻지 못했다면, 성례에 대한 준비와 거기에 임하는 자세
를 더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7). 만약 그들이 이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과 그들의 양심에 떳
떳하다면, 적절한 때에 그 열매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8). 그러나 만약 그들이 어느 한쪽이
라도 실패했음을 발견한다면, 그들은 겸비해져야 하며(9), 차후에는 더 많은 주의와 부지런함으로 
성찬에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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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전11:17,30,31; 시 28:7; 85:8 (2)대하30:21-27; 행2:42,46,47 (3)시36:10; 아3:4 (4)고전10:3-5,12 
(5)전5:1-6 (6)고전11:25,26 (7)고전11:27-32 (8)시123:1,2 (9)대하30:18,19; 사1:16,18

문176 세례와 성찬 이 두 성례는 어떠한 점에서 일치하는가?
답 성례와 성찬이 일치하는 점은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유래했으며(1), 그 영적 측면이 모두 그리스도

와 그의 은덕이고(2), 둘 다 같은 언약의 인침이라는 점입니다(3). 그리고 둘 다 복음 사역자들(목
사들)619)에 의해 시행되어야하며, 그 밖에 누구에 의해서도 시행될 수 없고(4),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5).
(1)마28:19; 고전11:23 (2)롬6:3,4; 고전10:16 (3)롬4:11; 마26:27,28 (4)요1:33; 마 28:19; 고전4:1; 
11:23; 히5:4 (5)마28:19,20; 고전11:26

문177 세례와 성찬 이 두 성례는 어떠한 점에서 다릅니까?
답 세례와 성찬이 다른 점은 세례는 물로써 단 한번만 시행하며(1), 우리의 중생과 그리스도께 접붙임

의 표증과 인침으로서 유아에게도 시행해야 하는 반면에(2), 성찬은 떡 포도주라는 요소들을 가지
고 자주 시행해야하고, 그리스도를 영혼의 신령한 양식으로 나타내고 전시하며(3)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며 자라감을 확증하는 것으로서(4), 오직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고 그
런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만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5).
(1)마3:11; 딛3:5; 갈3:27 (2)창17:7,9; 행2:38-39; 고전7:14 (3)고전11:23-26 (4)고전10:16 (5)고전
11:28,29

문178 기도는 무엇입니까?
답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1),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2)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

리는 것인데(3), 우리 죄에 대한 고백과(4) 그의 긍휼을 감사히 인정함으로 해야 합니다(5).
(1)요16:23 (2)롬8:26 (3)시62:8 (4)시32:5,6; 단9:4 (5)빌4:6

문179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까?
답 오직 하나님만이 마음을 감찰하시고(1) 우리의 요청을 들으시며(2) 죄를 사하시고(3) 모든 사람의 

소원을 성취해 주실 수 있습니다(4).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5) 종교적 예배의 
대상이 되실 수 있기에(6), 그런 예배의 특별한 요소인 기도는 그분께만 드려야 하고(7), 그 외에의 
누구에게도 드려서는 안 됩니다(8).
(1)왕상8:39; 행1:24; 롬8:27 (2)시65:2 (3)미7:18 (4)시145:18,19 (5)롬10:14; 삼하22:32; 요14:1 (6)마
4:10 (7)단6:7-10 (8)눅4:8; 사42:8

619) "ministers of the gospel"은 복음의 사역자 또는 목사로 번역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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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80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순종하며 그의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를 위해 긍휼을 구하는 것인데(1), 단순히 그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가 아니라(2), 그리스도와 그
의 중보로부터 우리가 기도할 용기와 담대함과 힘, 그리고 기도가 수납되리라는 소망을 얻음으로써 
하는 것입니다(3).
(1)요14:13-14, 16:24; 단9:17 (2)마7:21 (3)히4:14-16; 요일5:13-15

문181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답 인간의 죄성과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사이에 생긴 간극이 심히 크기에 중보자 없이는 우리가 하나

님 앞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1). 그리고 하늘과 땅에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그처럼 영광스러운 사역
을 위해 임명되거나 그 사역에 적합한 이가 없으므로(2), 우리는 다른 어떤 이름이 아닌 오직 그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합니다(3).
(1)요14:6; 사59:2; 엡3:12 (2)요6:27; 히7:25-27; 딤전2:5 (3)골3:17; 히13:15

문182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까?
답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기도의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깨달음과 열정과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불러일으키십니다(비록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똑같은 정도
로 역사하시지는 않더라도 말입니다)(1).
(1)롬8:26-27; 시10:17; 슥12:10

문183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답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전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1). 위정자들과(2) 목사들(3), 우

리 자신과(4) 우리 형제들뿐만 아니라(5),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서도(6)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살
아있거나(7) 앞으로 생존할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지만(8), 죽은 자나(9)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10).
(1)엡6:18; 시28:9 (2)딤전2:1-2 (3)골4:3 (4)창32:11 (5)약5:16 (6)마5:44 (7)딤전2:1 (8)요17:20; 삼하
7:29 (9)삼하12:21-23 (10)요일5:16

문184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답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1) 교회의 안녕과(2) 우리 자신과(3) 다른 이들의 유익을 도모 하는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4). 그러나 무엇이든지 불법적인 것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5).
(1)마6:9 (2)시51:18; 122:6 (3)마7:11 (4)시125:4 (5)요일5:14; 약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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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85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답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엄숙한 이해와(1),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2) 빈곤과(3) 죄를(4) 깊이 

의식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통회하고(5) 감사하며(6) 열린 마음으로(7) 기도해야 합니다. 깨달음과
(8) 믿음과(9) 진실함과(10) 열정과(11) 사랑과(12) 인내로(13) 하나님을 앙망하며(14), 그분의 뜻
에 겸허히 순복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15).
(1)전5:1 (2)창18:27; 32:10 (3)눅15:17-19 (4)눅18:13-14 (5)시51:17 (6)빌4:6 (7)삼상1:15; 2:1 (8)고전
14:15 (9)막11:24; 약1:6 (10)시17:1; 145:18 (11)약5:16 (12)딤전2:8 (13)엡6:18 (14)미7:7 (15)마26:39

문186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의무에 관한 지침으로 주신 것은 무엇인가?
답 하나님의 말씀전체가 우리가 기도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지침으로 사용되지만(1), 특별히 규정된 지침

은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양식으로,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불립
니다(2).
(1)요일5:14 (2)마6:9-13; 눅11:2-4

문187 주기도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답 주기도문은 우리가 다른 기도를 작성할 때 따라야 할 하나의 규범으로서 지침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

라, 그 자체가 기도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달음, 믿음, 경외 등과 기도의 의무를 올바
르게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덕목들을 가지고 이 기도를 사용해야 합니다(1).
(1)마6:9; 눅11:2

문188 주기도문은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답 주기도문은 세 부분, 즉 서언, 기원, 결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189 주기도문의 서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답 주기도문의 서언("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이 가르치는 것은(1),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같은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2). 또한 경외심, 자녀로서의 모든 태도(3), 하늘에 속한 사랑을 가지고(4), 그분의 주권적 
능력과 위엄과 은혜로운 낮아지심을 잘 이해하는 가운데서 나아가되(5),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
거나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6).
(1)마6:9 (2)눅11:13; 롬8:15 (3)사64:9 (4)시123:1; 애3:41 (5)사 63:15-16; 느1:4-6 (6)행12:5

문190 첫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답 첫째 기원("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서(1), 우리는, 우리 자신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을 올바르게 공경하기에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2), 하나님께서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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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3) 자신의 이름들과(4) 속성과(5) 규례들과 말씀과(6) 
사역뿐만 아니라, 즐겨 자신을 알리시는 모든 수단들에 대해서, 깨닫고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7) 더불어 생각과 말과(8) 행동으로(9) 하나님을 영화롭
게 하여, 하나님께서 무신론(10), 무지(11), 우상숭배(12), 신성모독과(13) 그에게 모독되는 모든 
일을 막으시고 제거하시며(14), 그의 모든 것을 주권적인 그의 섭리로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
해 운행하고 처리하시도록 기도합니다(15).
(1)마6:9 (2)고후3:5 (3)시51:15; 67:2-3 (4)시83:18 (5)시86:10-15 (6)살후3:1; 시138:1-3; 147:19-20; 고
후2:14-15 (7)시145:1-21 (8)시19:14; 103:1 (9)빌1:9,11 (10)시67:1-4 (11)엡1:17-19 (12)시97:7 (13)시
74:18,22,23 (14)왕하19:15-16 (15)대하20:6,10-12; 시83:1-18; 140:4,8

문191 둘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답 둘째 기원("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에서(1), 우리는, 우리 자신과 온 인류가 본질상 죄와 사단의 

지배아래 있음을 인정하면서(2), 죄와 사단의 왕국이 파괴되며(3),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4),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으며(5),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고(6), 교회가 모든 복음의 직분자들과 
규례들로 갖추어지며(7), 부패로부터 정화되고(8), 세상의 위정자로부터 지지받고 유지되도록 기도합
니다(9). 그리스도의 규례들이 순수하게 집행되어 아직 죄 중에 있는 이들을 돌이키고, 이미 회심한 
이들을 견고하게 하고 위로하고 성숙하게 하는 데 효력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10).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며(11), 그의 재림과 우리가 그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때가 속히 임하
기를 기도하며(12), 이상의 목적들을 가장 잘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자기 나라의 권세
를 온 세상에 행사하기를 기도합니다(13).
(1)마6:10 (2)엡2:2,3 (3)시68:1; 계12:9-11 (4)살후3:1; 시67:2 (5)롬10:1 (6)요17:9,20;롬11:25,26; 시
67:1-7 (7)마9:38; 엡5:26,27 (8)말1:11; 슥3:9 (9)딤전2:1,2 (10)행4:29,30; 26:18; 엡6:18-20; 롬15:28-32; 
살후1:11; 2:16-17; 고후4:2 (11)엡3:14-19 (12)계22:20 (13)사64:1,2; 대하20:6,10-12

문192 셋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답 셋째 기원("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에서(1), 우리는, 우리와 모

든 사람들은 본질 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하고 완고할 뿐 아니라(2), 그의 
말씀에 반역하기를 잘하고(3) 그의 섭리에 대해 불평하고 투덜대며(4), 전적으로 육신과 마귀의 뜻
을 행하려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합니다(5).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우리들과 다
른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무분별함과(6) 연약함과(7) 완고함과(8) 사악함을 제거하시고(9), 그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듯이(10) 겸손과(11) 즐거움과(12) 신실함과(13) 부지
런함과(14) 열심과(15) 진정함과(16) 변함없음으로(17)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즐겨 알고 행하며 
복종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18).
(1)마6:10 (2)롬7:18; 욥21:14; 고전2:14 (3)롬8:7 (4)출17:7; 민14:2 (5)엡2:2 (6)엡1:17-18 (7)엡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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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마26:40-41 (9)렘31:18-19 (10)단7:10; 사6:2-3; 시103:20-21; 마18:10 (11)미6:8 (12)시100:2 
(13)사38:3 (14)시119:4-5 (15)롬12:11 (16)시119:80 (17)시119:112 (18)시119:1,3,35,36; 행21:14

문193 넷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답 넷째 기원("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서(1), 우리는, 아담 안에서와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 이생의 모든 외적 축복을 누릴 권리를 상실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완전히 박탈해
야 마땅하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것이 마땅하고(2), 그 축복들 자체가 
우리를 유지할 수 없으며(3), 우리가 그것들을 얻을 공로도 없고(4),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할 
수도 없으며(5), 오히려 그것들을 불법적으로 구하고(6) 획득하며(7) 사용하기 쉽다는 사실을 인정
해야 합니다(8).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들과 우리가 정당한 
수단들, 즉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부성적 지혜에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축복들의 적합한 분량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9). 그리고 그와 동일한 섭리가 우리가 그것들을 거룩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면서(10) 그것들로 만
족하는 삶 속에(11) 계속되어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에 대한 현세적인 지원과 위로
에 배치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12).
(1)마 6:11 (2)창2:17, 3:17; 롬8:20-22; 렘5:25 (3)신8:3; 28:15-68 (4)창32:10 (5)신8:17-18 (6)렘
6:13; 막7:21-22 (7)호12:7 (8)약4:3 (9)창28:20; 43:12-14; 엡4:28; 살후3:11-12; 빌4:6; 약4:13,15; 
시90:17; 144:12-15 (10)딤전4:3-5 (11)딤전6:6-8 (12)잠30:8-9

문194 다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답 다섯째 기원("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에서(1), 

우리는,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원죄와 실제적인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공의에 빚진 자가 되었으며, 
우리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2).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해되고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를 통하여 우리를 죄책과 그 죄에 대한 형벌에
서 면제해 주시고(3),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4). 우리에게 그
의 은총과 은혜를 계속 베푸시며(5), 우리의 매일 범하는 죄들을 용서하시고(6), 우리에게 사죄의 
확신을 날마다 더 하심으로써 우리를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7). 이 사죄
는, 우리가 다른 이들의 죄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한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을 때 더 담대하게 구할 
수 있고 더 용기를 가지고 기대하게 됩니다(8).
(1)마 6:12 (2)롬3:9-22; 마18:24-25; 시130:3-4 (3)롬3:24-26; 히9:22 (4)엡1:6-7 (5)벧후1:2 (6)호
14:2; 렘14:7 (7)롬15:13; 시51:7-10,12 (8)눅11:4; 마 6:14-15

문195 여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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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여섯째 기원("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에서(1), 우리는, 가장 지
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거룩하고 공의로운 목적을 위해 우리가 
시험에 공격을 받아 포위되며, 잠시 사로잡히고(2), 사탄과(3) 세상과(4) 육신이 잠시 우리를 강력
하게 곁길로 이끌어 덫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것을(5)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동시
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후에도 우리의 부패함과(6) 연약함과 부주의함으로(7) 시험을 받고, 거기
서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시험에 내어줄 뿐 아니라(8), 우리 스스로 시험을 저항하거나 거기서 헤
어 나오거나 시험을 성숙의 기회로 활용할 수620) 있는 능력도 자원하는 마음도 없어서,(9) 그런 권
세 아래 내버려 둠을 당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10). 그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11), 육신을 굴복시키시며(12), 사탄을 제어하시고(13), 
만물을 섭리하시며(14), 모든 은혜의 방편을 베푸시고 그것들에 복을 주셔서(15), 우리가 그것을 활
용할 때 우리 안에 경각심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와 그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섭리로 죄의 시험을 
받지 않게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16). 만약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된다면, 우리를 그의 영으로 강
력히 붙드심으로 시험의 때에도 든든히 서게 하시고(17), 혹 넘어지더라도 거기서 다시 일어나 회복
되게 하셔서(18) 그 시험 받음이 도리어 성화의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하고(19), 
우리의 성화와 구원이 온전하게 되며(20), 사단이 우리 발아래에 짓밟히게 되고(21), 우리가 영원히 
죄와 시험과 모두 악에서 완전하게 자유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22).
(1)마6:13 (2)대하32:31 (3)대상21:1 (4)눅21:34; 막4:19 (5)약1:14 (6)갈5:17 (7)마 26:41 (8)마 
26:69-72; 갈2:11-14; 대하18:3; 19:2 (9)롬7:23-24; 대상21:1-4; 대하16:7-10 (10)시81:11-12 (11)요
17:15 (12)시51:10; 119:133 (13)고후12:7-8 (14)고전10:12-13 (15)히13:20-21 (16)마 26:41; 시19:13 
(17)엡3:14-17; 살전3:13; 유1:24 (18)시51:12 (19)벧전5:8-10 (20)살전3:13; 고후13:7,9 (21)롬16:20; 
슥3:2; 눅22:31-32 (22)요17:15; 살전5:23

문196 주기도문의 결어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답 주기도문의 결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에서(1) 우리는, 우리 자

신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이유들
을 가지고 우리의 기원을 강화해야 함을 가르칩니다(2). 또한 하나님께만 영원한 주권과 전능함과 
영광스러운 탁월함을 돌리는(3) 찬양이 담긴 기도로 우리의 기원을 강화해야 함을 가르칩니다(4). 
하나님의 이런 주권과 전능하심과 탁월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5),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하게 되고(6), 하나님께
서 우리의 기도제목들을 이루어 주시도록 잠잠히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7). 그리고 이것
이 우리의 소원이며 확신임을 증언하기 위하여 우리는 "아멘"이라고 합니다(8).
(1)마6:13 (2)단9:4,7-9,16-19; 롬15:30 (3)대상29:10-13 (4)빌4:6 (5)엡3:20-21; 눅11:13 (6)대하

620) "to improve them"에 함축된 의미를 풀어 "시험을 성숙의 기회로 활용하다"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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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1 (7)대하14:11 애3:24-26 (8)고전14:16; 계22:20-21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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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1),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2).

(1)고전10:31; 롬11:36; 계4:11 (2)시편73:25-28 벧전1:8; 롬15:13

문2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법칙을 주셔서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셨습니까?
답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1)은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을 가

르쳐 주는 유일한 법도입니다(2).
(1)딤후3:15; 벧후1:20-21; (2)딤후3:16; 시1:2; 119:77,92,111,143; 렘15:16

문3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답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을 것(1)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

시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2).
(1)딤후 3:15; 요20:31; 요5:39 (2)미6:8; 롬 15:4; 고전10:11

문4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 하나님은 영이신데(1), 그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2) 영원하시고(3) 변함이 없으십니다(4).
(1)요4:24 (2)욥 11:7-9; 시147:5; 사57:15; 계4:8; 15:3-4; 신32:4; 출34:6-7; 창17:1 (3)시90:2; 
102:27; 100:5; 117:2; 118:1-2 (4)말3:6; 약1:17; 삼상15:29

문5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답 오직 한 분뿐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1).

(1)신6:4; 렘10:10; 요17:3; 고전8:4

문6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답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1).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이 같으

시며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 하십니다(2).
(1)마28:19; 3:16-17; 고후13:13 (2)요10:30; 5:18; 14:9-10; 1:1-3

문7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하신 바에 따라 정하신 영원한 목적인데, 이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영광

을 위하여,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1).
(1)엡1:4,5,11; 행2:23; 4:27-28; 엡2:10; 롬9:22-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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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8 하나님은 그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답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의 사역으로 그의 작정을 이루십니다(1).

(1)계4:11; 엡1:11; 단4:35; 욥23:14

문9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답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1) 아무 것도 없는 데서 만물을 지으

신 것인데(2),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3).
(1)히11:3; 시33:6,9; 요1:3; 창1:1,3,6,9 등 (2)계4:11; 골1:16-17 (3)창1:4,10,12 등; 전7:8

문10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답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1),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셨으며(2),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3).
(1)창1:27 (2)창1:26; 골3:10; 엡4:24 (3)창1:28; 2:15; 시8:6-8

문11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그의 모든 피조물들과 그 모든 행동들을 그의 지극하신 거룩함과 지혜와 능

력으로 보존하시며 다스리는 것입니다(1).
(1)마10:29-31; 히1:3; 시103:19; 느9:6

문12 사람이 지음을 받은 지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 어떤 특별한 섭리 행위를 하셨습
니까?

답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히 순종하면 얻게 될 생명의 언약을 그와 더불어 맺으시고,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죽음의 형벌로 금하셨습니다(1).
(1)창2:16-17; 사43:27; 호6:7; 롬5:12; 고전15:22

문13 우리 시조는 창조함을 받은 그대로의 상태에 계속하여 있었습니까?
답 우리 시조는 그들 자신의 자유 의지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들의 창조된 상태에서 타

락하였습니다(1).
(1)창3:6-8; 고후11:3; 롬5:12; 전7:29

문14 죄가 무엇입니까?
답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그것을 어기는 것입니다(1).

(1)요일3:4;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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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5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답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이었습니다(1).

(1)창3:6,12-13

문16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하였습니까?
답 아담과 세운 언약은 그 자신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의 후손도 위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

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 안에서 범죄하였으며 그와 함께 타락하
였습니다(1).
(1)롬5:12-14,15-19; 고전15:22

문17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까?
답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다(1).

(1)롬5:12-21; 3:10-18,23

문18 사람이 타락하게 된 상태의 죄성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답 사람이 타락한 상태의 죄성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1)과, 원래의 의가 없는 것(2)과, 그의 본성 

전체가 부패한 것(이것을 대개 원죄라고 부름(3))과,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범죄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4).
(1)롬5:12 (2)롬3:10,20; 시51:5 (3)창6:5 (4)약1:14-15; 마15:19

문19 인류가 타락한 상태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답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였으며(1),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

며(2), 그 결과 현세의 모든 비참함과(3) 죽음(4)과 영원한 지옥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5).
(1)창3:8,10,24 (2)엡2:3; 갈3:10 (3)롬3:16 (4)롬6:23 (5)마25:41

문20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답 하나님은 오직 그의 선하신 뜻을 따라 영원 전부터 어떤 이들을 영생에로 택하시고(1), 은혜 언약을 

맺으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 내시고,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
셨습니다(2).
(1)엡1:4-7; 딛1:2 (2)롬3:23-24

문21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답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1).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

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며(2), 그는 과거와 미래에 계속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람이시며(3),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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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두 본성을 가진 한 인격이십니다.
(1)딤전2:5-6 (2)요1:14; 빌2:6-7; 골2:9 (3)히7:24-25, 히13:8; 롬9:5

문22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답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참된 몸(1)과 이성 있는 영혼(2)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는데, 성령

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3) 죄는 없으십니다(4).
(1)요1:14; 히2:14 (2)마26:38 (3)눅1:31,35; 갈 4:4 (4)히4:15; 7:26

문23 우리의 구속자로서 그리스도는 무슨 직분을 수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1)와 제사장(2)과 왕(3)의 직분을 수행하시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수행하십니다.
(1)행3:22-23 (2)히4:14-15; 5:5-6 (3)마 21:5; 계19:16; 사9:6-7; 시2:6

문24 그리스도는 선지자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직을 수행하십니다(1).
(1)히1:1-2; 요1:18; 17:8 ; 벧전1:12; 요15:26

문25 그리스도는 제사장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직을 수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며(1),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2),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것
입니다(3).
(1)히9:14,28; 롬3:25-26 (2)롬5:10 (3)롬 8:34; 히7:25

문26 그리스도는 왕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왕직을 수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

시며,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억제하시고 정복하시는 것입니다(1).
(1)빌2:9-11; 고전15:25-27; 요18:37; 마28:20; 사32:1

문27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떠한 것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비천한 상태로 탄생하신 것(1)과, 율법 아래 나셔서(2) 현세의 비참함(3)과 

하나님의 진노(4)와 십자가의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신 것(5)과, 장사 지낸 바 되셔서 얼마 동안 죽
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6).
(1)눅2:7; 빌2:6-8; 고후8:9 (2)갈4:4 (3)사53:3 (4)마27:46 (5)갈3:13 (6)고전15:4; 행2:24-2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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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8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한 것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3일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1)과, 하늘에 오르신 것(2)

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3)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4)입니다.
(1)고전15:4 (2)행1:9 (3)롬8:34; 엡1:20 (4)행1:11; 17:31

문29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까?
답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구속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은 그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

게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1).
(1)딛3:5-6; 고전2:10-12

문30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답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1),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 말미암습니다(2).
(1)엡2:8; (2)엡 3:17; 요15:5; 고전1:9; 롬6:5

문31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답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1)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2), 우리의 마음

을 밝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3),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4), 또 우리를 설득하셔
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5).
(1)갈3:2,5 (2)행2:37 (3)행26:18 (4)겔11:19; 36:26-27 (5)요6:44-45; 엡2:5; 살후2:13-14

문32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현세에서 무슨 은덕을 받습니까?
답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현세에서 칭의(1)와 양자됨(2)과 성화에 참여하고, 그리고 현세

에서 이것들과 함께 또는 이것들로 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은덕을 받게 됩니다(3).
(1)롬8:30 (2)엡1:5 (3)고전1:30; 롬8:32

문33 칭의가 무엇입니까?
답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인데,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1) 그의 목전에

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 주시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2). 이 의는 오직 믿
음으로 받아들여지며 우리에게 전가됩니다(3).
(1)엡1:7 롬4:6-8 (2)고후5:21; 롬3:22,24-25 (3)롬3:22; 5:1; 행10:43; 갈2:16; 빌3:9

문34 양자됨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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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양자됨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인데(1),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효 중에 받아
들여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2).
(1)요일3:1-2 (2)요1:12; 롬8:17

문35 성화가 무엇입니까?
답 성화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역인데,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전인이 새롭게 

되며(1), 점차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 수 있게 됩니다(2).
(1)살후2:13; 엡4:23-24 (2)롬6:12-13

문36 현세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 수반되거나 거기서 나오는 은덕들은 무엇입니까?
답 현세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 수반되거나 거기서 나오는 은덕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의 기쁨(1)과, 은혜의 증가(2)와 그 은혜 안에 끝까지 견디는 것 입니다
(3).
(1)롬5:1-2,5; 14:17 (2)요1:16; 잠4:18 (3)빌1:6; 요17:15; 롬8:11

문37 신자는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은덕을 받습니까?
답 신자의 영혼은 그들이 죽을 때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1) 즉시 영광중에 들어가고(2), 육신은 여전

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3).
(1)히12:23 (2)눅23:43 (3)살전4:14; 요5:28

문38 신자는 부활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은덕을 받습니까?
답 부활 때 신자는 영광중에 들어 올리우며(1), 심판 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2),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으로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3).
(1)살전4:17 (2)마25:33-34; 10:32 (3)요일3:2; 시16:11; 고전13:12

문39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1).

(1)신29:29; 미6:8; 삼상15:22

문40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에게 순종의 법칙으로 무엇을 계시하셨습니까?
답 하나님이 순종을 위하여 처음에 사람에게 계시하신 법칙은 도덕법이었습니다(1).

(1)롬 2:14-15; 롬10:5; 신6:4-9

문41 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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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이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1).
(1)출20:1-17; 신5:5-21; 10:4

문42 십계명의 강령은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의 강령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

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하신 것입니다(1).
(1)마22:37-40; 신6:5

문43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

신 말씀입니다(1).
(1)출20:2; 신5:6

문44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은 주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구속자

가 되시므로(1), 우리가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2).
(1)수24:18; 딤전 1:1 (2)신11:1

문45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 1 계명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1).

(1)출20:3; 신5:7

문46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과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는 것과(1), 그리고 합당하게 그를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2).
(1)신26:17 (2)마4:10; 시95:6-7; 29:2

문47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1), 곧 그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

로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2). 그리고 그에게만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다른 
것에게 드리는 것입니다(3).
(1)시14:1 (2)롬1:21; 시 81:9 (3)롬1:25

문48 제1계명에 있는 "내 앞에"란 말씀에서 우리는 특별히 무슨 가르침을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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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제1계명에 있는 "내 앞에"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만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1)이 우리
가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중히 보시고 매우 노여워하신다는 것입니다(2).
(1)히4:13; 대상28:9; 시44:20-21 (2)신30:17-18

문49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
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하신 것입니다(1).
(1)출20:4-9; 신5:8

문50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 정하신 대로 모든 종교적 경배와 규례를 받아서 

준수하고, 그것들을 순수하고 온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1).
(1)마28:20; 신12:32; 32:46

문51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거나(1), 그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2).
(1)신4:15-19; 행17:29 (2)신12:30-32

문52 제2계명에 첨가된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답 제2계명에 첨가된 이유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1),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며(2), 자

기에게 드리는 경배에 대해 열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3).
(1)대상 29:11-12 (2)시45:11; 100:3 (3)출34:14

문53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한 것입니다(1).
(1)출20:7; 신5:11

문54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1)과 칭호(2)와 속성(3)과 규례(4)와 말씀과 행사(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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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하고 존경스럽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6).
(1)시29:2; 마6:9 (2)시68:4 (3)계15:3-4; 말1:14 (4)출15:26 (5)시138:2; 107:21-22 (6)레19:12

문55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무엇이든지 속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1).
(1)말 1:6-7,12; 말2:2; 레19:12; 마5:34-35

문56 제3계명에 붙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제3계명에 붙어 있는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들로부터 형벌을 피할 수 있을지라

도 주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그의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는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1).
(1)신28:58-59

문57 제4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 

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
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 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
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신 것입니다(1).
(1)출20:8-11; 신5:12-15

문58 제4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제4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신 때들을 하나님께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7일 중에 하루를 종일토록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로 삼는 것입니다(1).
(1)레19:3; 신5:12-14; 사56:2-7

문59 하나님이 7일 중에 어느 날을 매 주간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답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하나님이 그 주간의 일곱째 날을 매 주간의 안식일로 

정하셨고(1), 그 후로부터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는 그 주간의 첫 날로 정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인의 안식일입니다(2).
(1)창2:2-3; 출16:23; 눅23:56 (2)행20:7; 고전16:2; 계1:10

문60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여야 합니까?
답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 날 하루를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인데, 다른 날에 합당한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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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세상일과 오락까지 그치고(1), 긴급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제외하고는 그 모든 시간을 공
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용할 것입니다(2).
(1)레23:3; 사58:13; 눅23:56 (2)출16:25-30; 렘17:21-22; 느13:15-22; 눅4:16; 행20:7; 마12:11-12

문61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그 요구하는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1) 부주의하게 행하거나, 그리고 게

으름으로 그 날을 더럽게 하거나 또는 그 자체로서 죄 되는 일을 하거나(2) 또는 세상의 여러 가
지 일과 오락에 대해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 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3).
(1)겔22:26 (2)겔23:38 (3)사58:13; 렘17:24,27

문62 제4계명에 붙어 있는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답 제4계명에 붙어 있는 이유들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일들을 위하여 한 주간 중 엿새를 허락하시

고(1), 제7일은 그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날임과(2), 자신이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과(3), 안식일
을 복 주신 것입니다(4).
(1)출31:15-16 (2)레23:3 (3)출31:17 (4)창2:3

문63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

리라." 하신 것입니다(1).
(1)출20:12; 신5:16; 레19:3; 엡6:2-3

문64 제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각자에게 그들의 여러 가지 지위와 상(1)하(2)와 동등한 관계(3)를 

따라 존경을 유지하고 의무를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1)엡5:21-22; 6:1,5,9; 롬13:1; 레19:32 벧전2:17 (2)엡6:4; 5:25; 6:9 (3)롬12:10

문 65. 제5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그들의 여러 가지 지위와 관계에서 각자에게 속한 존경과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어떤 일이든 대항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1).
(1)마15:4-6; 엡5:22; 6:1; 롬13:1

문66 제5계명에 덧붙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제5계명에 덧붙어 있는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장수와 번영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

다(단, 이 약속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는 한에 있어서 그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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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
(1)엡6:2-3; 신5:16

문67 제6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1).

(1)출20:13: 신5:17

문68 제6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모든 정당한 노력으로 우리 자신의 생명(1)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2)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1)마10:23; 엡5:28-29 (2)시82:3-4; 왕상18:4

문69 제6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1)이나 우리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거나(2) 무엇

이든지 그런 경향이 있는 것들입니다(3).
(1)행16:28 (2)창9:6; 요일3:15 (3)마5:22; 잠24:11-12; 출21:18-32; 신24:6

문70 제7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1).

(1)출20:14; 신5:18

문71 제7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7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마음(1)과 말(2)과 행위(3)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순결을 보존

하라는 것입니다(4).
(1)마5:28 (2)엡5:4 (3)히13:4; 딤후2:22 (4)살전4:4-5; 고전7:2-3,5

문72 제7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은 모든 순결하지 못한 생각(1)과 말(2)과 행동(3)입니다.

(1)마5:28; 15:19 (2)엡5:3-4 (3)히13:4; 딤후2:22; 고전6:9-10

문73 제8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1).

(1)출20:15; 신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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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4 제8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산을 얻고 증진

시키라는 것입니다(1).
(1)엡4:28; 잠12:27; 27:23; 13:4 ; 딤전 5:8; 레25:35

문75 제8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부와 재산을 부당하게 저해하거나 저해

할 소지가 있는 일입니다(1).
(1)엡4:28; 잠21:6; 약5:4

문76 제9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9계명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1).

(1)출20:16; 신5:20

문77 제9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9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1)또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명예를 보

존하며 증진시키라는 것인데(2), 특히 증언할 때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3).
(1)슥8:16 (2)렘9:3-6 (3)잠14:5,25

문78 제9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을 왜곡하거나(1) 혹은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입니다(2).
(1)잠19:5; 시12:3; 롬3:13 (2)잠6:16-19; 골3:9; 눅3:14; 시15:3; 레19:16

문79 제10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10계명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

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한 것입니다(1).
(1)출20:17; 신5:21 (눅12:1(5)

문80 제10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형편에 대해 완전히 만족하며(1), 우리 이웃과 이웃의 모

든 소유에 대하여 올바르고 우호적인 정신 상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2).
(1)히13:5; 딤전6:6 (2)롬12:15; 레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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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81 제10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10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상태에 대한 모든 불만(1)과, 우리 이웃의 재산에 대해 시기

하거나 불평하는 것(2)과, 이웃의 소유에 대한 모든 부당한 충동이나 애착(3)입니다.
(1)딤전6:8 (2)눅12:15; 시37:7; 전10:20 (3)삼하12:9; 왕상 21:4

문82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 타락한 후로는 어떤 사람도 현세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고(1) 날마다 생각(2)과 

말(3)과 행위(4)로 계명을 범합니다.
(1)왕상8:46; 요일1:8-10; 롬3:9-10; 전7:20 (2)창8:21 (3)약3:1-2 (4)롬3:12,23

문83 율법을 범한 모든 죄가 동등하게 악합니까?
답 어떠한 죄는 그 자체에 있어서와 여러 가지 악화시키는 요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들보다 

더 악합니다(1).
(1)겔 8:6; 시78:17,32,56; 요19:11; 눅12:10; 히10:29

문84 죄마다 받는 보응은 무엇입니까?
답 죄마다 받는 보응은 현세와 내세에서 받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입니다(1).

(1)엡5:6; 롬6:23; 갈3:10; 애3:39; 마25:41

문85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
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
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1)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2)와, 그리스
도께서 구속의 은덕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모든 외적 방편을 힘써 사용하라는 것입니다(3).
(1)행16:31; 20:21; 요3:18 (2)행11:18 (3)행2:38; 빌2:12; 벧후1:10; 딤전4:16

문86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인데(1), 이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에 제시된 대로 구

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2).
(1)히10:39; 엡2:8 (2)요1:12; 빌3:9; 갈2:16

문87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답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하는 은혜인데(1),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

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2),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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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며(3), 새로운 순종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4).
(1)행11:18 (2)행2:37-38 (3)욜2:13; 행26:18; 시119:59; 롬6:18; 겔36:31 (4)롬1:5; 16:26

문88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전달하시는 외적 방편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전달하시는 외적인, 보통의 방편은 그가 정하신 것들인데

(1),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2).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하여 그 택하신 
자들에게 효력 있게 하셨습니다(3).
(1)마28:19-20; 고전11:23 (2)막16:15-16; 고전11:23-26; 행1:14; 행6:4 (3)고전3:6; 행 2:42,46-47

문89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도록 효력 있게 됩니까?
답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의 설교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아 죄인을 설득하고 회

개케 하시며(1),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2) 그들을 거룩함과 위로로 세우십니다
(3).
(1)시19:7-8; 느8:8; 약1:21 (2)롬1:16-17; 10:9 (3)행20:32; 롬15:4

문90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있습니까?
답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있게 되기 위해 우리는 부지런함(1)과 준비(2)와 기도(3)로 말씀에 

주목해야 하며, 믿음(4)과 사랑(5)으로 받아야 하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6) 우리의 삶에
서 실천하여야 합니다(7).
(1)잠8:34 (2)벧전2:1-2[하]; 눅8:15[중] (3)시119:18 (4)히4:2; 롬1:16 (5)벧전1:8 (6)시119:11 (7)약

1:25

문91 성례는 어떻게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 됩니까?
답 성례가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나 베푸는 자의 덕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1),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또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속에 역사하는 그의 영의 역사로 됩니다
(2).
(1)벧전 3:21; 마 3:11; 고전3:6-7 (2)딛3:5; 요1:33

문92 성례가 무엇입니까?
답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인데(1), 그 안에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은덕들이 감각

적인 표로써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인쳐지며 적용됩니다(2).
(1)마28:19; 고전11:26 (2)골2:11

문93 신약의 성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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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신약의 성례에는 세례(1)와 성찬(2)이 있습니다.
(1)마28:19; 행10:47-48 (2)마26:26-28; 고전11:23-26

문94 세례가 무엇입니까?
답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1) 씻는 성례인데,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에

게 접붙여지는 것과 은혜 언약의 모든 은덕에 참여함과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기로 약속함을 의미
하며 인치는 것입니다(2).
(1)마28:19 (2)갈3:27; 롬6:3-4

문95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합니까?
답 세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할 때까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1). 그러나 보이는 교회의 회원들의 유아들은 세례 받아야 합니다(2).
(1)행2:41; 10:47 (2)창17:10; 골2:11; 행2:38-39; 고전7:14

문96 성찬이 무엇입니까?
답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의 죽음을 나타내 보이는 성

례입니다(1). 이 성례를 합당하게 받는 자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방법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
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 영적으로 양육 받고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2).
(1)고전 11:23-26; 눅22:19-20; 마26:26-28 (2)고전10:16

문97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지식(1)과 주님을 양

식으로 삼는 그들의 믿음(2)과 회개(3)와 사랑(4)과 새로운 순종(5)이 자신들에게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혹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여 자기들에게 돌아올 심판을 먹고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6).
(1)고전11:28-29 (2)요6:53-56; 고후13:5 (3)슥12:10[중]; 요일1:9 (4)갈5:6; 고전14:1; 요일3:11; 4:20 
(5)롬1:5; 16:26; 6:12-13 (6)고전11:27-32

문98 기도가 무엇입니까?
답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에 대해(1) 우리의 소원(2)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3) 하나님

께 아뢰는 것인데,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4)과 그의 자비에 대해 감사함으로(5) 인정하는 것이 
함께 하여야 합니다.
(1)요일5:14 (2)요15:7; 시10:17 (3)요16:24 (4)단9:4; 요일1:9 (5)빌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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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99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관한 지침으로 어떤 규칙을 주셨습니까?
답 하나님의 전체 말씀이 기도에 관한 지침으로 사용되지만(1), 특별한 지침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

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형태인데,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불립니다(2).
(1)딤후3:16-17; 요일5:14 (2)마6:9-13

문100 주기도문의 머리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답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한 주기도문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자녀가 아버지

에게 나아가는 것처럼(1), 우리를 도울 수 있고 또 기꺼이 도우려 하시는 하나님(2)께 거룩한 경
외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것(3)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4).
(1)롬8:15; 갈4:6 (2)마7:11; 눅 11:13 ; 시18:1-2 (3)시145:19; 엡3:12 (4)엡6:18; 슥8:21; 딤전2:1-2

문101 첫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답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첫째 기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모든 영

역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그를 영화롭게 하도록 해 주실 것과(1),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섭리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2).
(1)고전 10:31; 시67:3; 살후3:1 (2)롬11:36; 계4:11; 골3:17

문102 둘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답 "나라이 임하옵시며"라는 둘째 기원에서는 우리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도록 기도하며(1), 은혜의 

나라가 흥왕케 되며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은혜의 나라로 들어와서 그 안에 머무르도록 기도하며
(2), 또한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3).
(1)시68:1; 롬16:20 (2)살후3:1; 롬10:1 (3)벧후 3:12-13; 계22:20

문103 셋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답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셋째 기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우리가 범사에 그의 뜻을 기꺼이 알고(1)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기를(2) 하늘에서 천사들
이 하는 것처럼(3)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1)시119:18; 엡1:17-19 (2)마26:39,42; 행21:14 (3)시103:20-21

문104 넷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답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넷째 기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

물로서 현세에 합당한 몫을 우리가 받고(1), 또 그것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할 것을 



기도합니다(2).
(1)딤전6:6-8 (2)잠10:22; 30:8-9; 딤전4:4-5

문105 다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답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다섯째 기원에

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하여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1). 우
리가 이렇게 기도하도록 격려 받는 것은 우리가 그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
게 되었기 때문입니다(2).
(1)시51:1-2,7,9; 요일1:9 (2)마18:23-35; 마6:14-15

문106 여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답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여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거나(1) 또는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우리를 도와
주시고 건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2).
(1)마26:41; 시19:13; 요17:15 (2)고전10:13

문107 주기도문의 결어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답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결어는 우

리가 기도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을 것과(1), 우리의 기도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
광을 그에게 돌리면서 그를 찬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2). 그리고 우리의 소원과 기도 응답의 확
신에 대한 증거로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합니다(3).
(1)단9:9,18-19 (2)대상29:11-13 (3)계22:20-21; 고전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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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지침



- 118 -

제1장 교회와 예배
제1조 교회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
되어야 하고, 성례를 올바르게 집행하여야 하며 권징을 정당하게 시행함으로 그 정통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2조 예배
1.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대표적인 행위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시므로 신자들은 언제 어
디서든지 예배 할 수 있으나 특별히 성별 된 장소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에 함께 모여 공동으
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2. 예배의 본질은 언약적이다. 언약의 쌍방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기여하시
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예배는 하나님 편으로부터 오는 
복, 말씀 등과 같은 요소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찬양, 기도, 헌금 등과 같은 요소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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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일 성수
제3조 주일 성수의 의무

주일 성수는 인류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 날은 일체의 육신적 사업을 중지하고 성경의 교훈에 따라 
거룩히 지켜야 한다.

주일은 예배와 안식에 방해되는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경제 행위를 금하며 세상 염려와 연회나 
저속하거나 세속적 행위와 괘락적 행동을 삼가야 한다.

제4조 주일 공동회집
주일은 공동회집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이 신자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제5조 주일 준비
주일은 거룩히 지키되 사전에 성실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충분히 준비하여 공예배에 하나님과 교제

함이 있도록 해야 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여 공예배와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
에 일체의 거리낌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주일에 할 수 있는 일
주일에는 기도, 묵상, 찬송, 성경연구, 공예배 참석, 기타 전도, 구제 등, 선한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

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 간에 교제를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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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일 예배
제7조 주일 예배 참석자의 자세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
1. 예배시간이 되면 예배당에 들어가 각기 자리에 앉되 경건한 마음으로 목사의 사역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참석자들과 결석한 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2. 예배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는데 예배의 집중을 방해하

는 모든 행위를 삼가야 한다.

제8조 주일 예배의 순서
주일 공예배의 순서는 당회가 정하되 그 기본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예배의 초청
2. 기원
3. 영광찬송
4. 십계명선포
5. 교독문
6. 신앙고백(사도신경)
7. 감사찬송
8. 대표기도
9. 성경봉독
10. 찬양대의 찬양
11. 설교
12. 성례
13. 화답찬송
14. 헌금
15. 축도

제9조 공동의 찬송
찬송은 구원받은 신자의 당연한 의무이며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히13:15). 성도들은 찬송을 

부를 때 그 가사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곡조에 맞추어 마음을 다해야 하며, 연습을 충분히 하여 하
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동시에 온 교회가 다 함께 불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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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찬송의 횟수
공예배시의 찬송의 횟수와 시간은 목사의 재량에 속하되 전 교인들이 다함께 부를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 대표기도
기도는 감사와 함께 예배의 특별한 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리

고 기도가 받아들여지려면 각자가 이해, 존경, 겸손, 열성, 신앙, 사랑과 인내로써,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의 뜻에 따라 회중이 사용하는 언어로 해야 한다.

공식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위를 의식하여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은혜로운 임재와 성령의 도우
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일체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권고하시는 중에 나타내신 일과, 성경말씀 가운데 분명하고 완전하게 

나타내신 영광과 그의 완전하심을 고백해야 한다.

2. 감사
하나님이 주신 각양 은혜를 감사하되 일반은혜와 특별은혜, 신령한 은혜와 육신적인 은혜, 단체적인 

축복과 개인적인 축복을 아뢰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영생의 소망과 성령의 은혜에 
크게 감사해야 한다.

3. 자복
원죄와 자범죄를 자복하되 죄의 근본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며 그로부터 발생되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 언어와 행동의 죄, 은밀한 죄, 참람한 죄, 우연히 범한 죄, 습관적인 죄 등 각종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

4. 간구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사죄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화목, 그 은혜로 인한 즐거운 생활, 성결하게 하

시는 성령의 은혜, 직분에 충성 할 수 있는 능력, 고난 중에서의 권고와 안위의 은총, 험악한 땅위에
서 자비를 베풀어주실 것을 기도하고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 자신의 신령한 생활을 보호하며 향상하
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의 부족
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고 그 분이 우리를 기도하심과 자기 백성을 위로
하심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5.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 122 -

기도하는 사람은 전 인류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모든 인류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과 하나
님의 교회의 평화와 성결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목사들과 각국에 산재한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과 본 교회와 교제하는 각 회와 병자와 어려움에 처한 
사람, 궁핍한 자, 나그네, 감옥에 갇힌 자, 여행자, 공무원 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제12조 설교 후의 기도
설교 후의 기도는 설교한 내용에 관계되는 것을 들어 간략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3조 기도의 준비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설교를 준비하는 것과 같이 기도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목사는 반

드시 성경을 숙독하고 기도에 관한 서적을 연구묵상하며 기도의 능력과 정신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
며 자신의 마음을 정돈하고 언어의 선택에도 유념하며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공감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제14조 예배와 헌금
국내외 복음사업을 위하여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되 그 순서는 예배시간 중에 편리

한 대로 택해야 한다.

1. 헌금의 의무
모든 신자는 예배 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의 일부분으로서 헌금을 드려야 

할 의무를 가진다.

2. 헌금의 의의와 종류
헌금은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 십일조와 주일헌금으로 구분하되 십일조와 주일헌금은 당연한 

의무이며 그 외 감사헌금, 기타 헌금 등은 자유로운 헌납이 되어야 한다.

3. 십일조의 의무
모든 입교인은 성경에 가르친 대로 소득의 십일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십일조는 마땅히 소속한 

본 교회에 드려야 한다.

제15조 폐회
공예배의 모든 순서는 목사의 축도로 폐회한다(고후13:13 히13:20-21 엡3:20-21 살후2:16-17 

민6: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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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말씀의 선포
제16조 말씀 선포자의 자질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이므로 모든 행위가 모범이 되어야 하며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
서도 존경을 받을 만한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17조 성경 봉독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생활에 대한 정확 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므로 봉독자

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신의 입장을 바르게 인식하고 엄숙히 해야 한다. 목사가 성경을 봉독할 때 
청중은 일체의 잡념을 버리고 겸허한 마음과 진지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야 한다.

제18조 설교
설교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방편이니 목사는 전심전력하여 진리의 말씀을 옮겨 분별하

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설교 본문의 선택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한 부분을 해석하고 본문을 강론하여 그 진리를 가르치며 신

자의 본분을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는 목사의 재량과 상활에 따라 정하되 예배순서에 조
화를 이루도록 배려해야 한다.

2. 설교의 방법
목사는 항상 기도와 묵상으로 설교를 준비 할 것이며 준비 없이는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복음의 

순수성에 입각하여 언어구사에서 성경과 일치하고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할 것이며 자신의 학문이나 
재능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3. 설교 시간의 배정
목사는 설교의 시간을 공식 예배 전체에 조화를 이루도록 적절한 시간배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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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성례
제19조 성례의 종류

기독교의 성례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세례와 성찬뿐이다.
성례는 그리스도가 자기 교회 안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인데, 이 규례는 은혜언약 안에 있는 자들

에게 주의 중보의 혜택을 선포하고 인치기 위한 것이며, 그들이 신앙과 다른 모든 은혜들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들의 상호간에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소
중히 여겨, 그들을 은혜언약 밖에 있는 자들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제20조 세례식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

는 것과 은혜 언약의 모든 혜택에 참여함과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기로 약속함을 표시하며 인치는 것
이다.

세례는 유아세례와 성년세례가 있으며, 유아세례는 부모의 서약으로 시행하되 성년이 된 다음에는 
자신의 신앙고백과 입교식을 통해 세례교인으로 확정된다.

1. 세례를 줄 수 있는 자
세례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반드시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목사가 행하여야 한다.

2. 세례 받을 자의 자격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救主)와 주(主)이심을 시인하고 신앙을 고백하면 누구에게나 

베풀 수 있다.

3. 세례의 장소
세례는 통상 교회당 안에서 모든 회중을 증인으로 하고 베풀어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교회에 출석할 수 없는 중환자나 군대 또는 교도소에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목사의 
판단이나 당회의 결의로 세례를 베풀 수 있다(유아세례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4. 세례의 문답
세례를 베풀기 전에 당회는 세례 받을 자에 대한 충분한 문답으로 신앙고백을 받아야 한다.

5. 세례의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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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를 베풀 때에는 교회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서약을 하게 한다.
(1) 여러분(그대)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마

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합니까?
(2)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
로 서약합니까?

(3)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서약합니까?

(4)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서약합
니까?

6. 세례의 시행
서약을 마친 다음 목사는 물을 그 머리 위에 뿌리면서 "주 예수를 믿는 (○○○)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회중도 아멘 하여야 한다.

7.세례 공포
세례를 베푼 후 목사는 기도하고 다음과 같이 공포하여야 한다.
"(○○○)씨는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교회의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제21조 유아세례식

1. 유아세례의 문답
유아세례 받기를 원하는 부모는 그 뜻을 목사에게 알리고 부모 중에서 1인 혹은 양친이 그 세례 받

을 아이를 정한 시간에 당회 앞으로 데리고 와서 문답을 받아야 한다.

2. 유아세례를 위한 권면
목사는 유아세례를 받기 원하는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하며 성경의 원리를 따라 

양육하고 부모가 친히 신앙생화에 모범이 될 것을 권유하여야 한다.

3. 유아세례식
부모가 당회 앞에 확실한 약속을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일 예배 시 하나님과 교회에서 다음

과 같이 서약을 하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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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
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합니까?

(2)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
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하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
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3)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 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
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서약합니까?

4. 유아세례의 시행
서약을 받은 부모의 자녀들에게 목사는 성년세례와 꼭 같은 방법으로 그 아이 머리 위에 물을 뿌리

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딸) (○○○)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면 회중도 다 함께 아멘 하여야 한다.

5. 유아세례 공포
유아 세례를 베푼 후 목사는 기도하고 다음과 같이 공포하여야 한다. "(○○○)는 재미한인예수교장

로회(고신)(○○○)교회의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제22조 성찬 예식
성찬은 새 언약의 성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는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양식
이 되고, 은혜로 자라게 되며, 주님과의 연합과 교제가 확고하여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서약과 
동일한 신비로운 몸의 지체로서 서로 서로의 사랑과 사귐을 증거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다.

1. 성찬 예식의 횟수
성찬의 횟수는 각 교회 목회자가 정하되 덕을 세우기에 합당한 대로 정한다.

2. 성찬 예식의 예고
성찬식을 시행하려 할 때는 교회에 공식광고를 함이 마땅하고 그 주간에 예비 집회로 모여 모든 성

도로 하여금 성찬의 성격을 알게 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합당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해야 하며 입교인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성찬에 빠지는 자는 책망 받아 마땅하다.

3. 성찬식 참석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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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찬식에 참석할 자는 세례교인이어야 하며 공식 치리회에서 수찬 정지의 벌을 받지 아니한 자라야 
한다.

4. 성찬식의 진행
(1)떡을 나눔
성찬을 예비한 상은 먼저 깨끗한 포장으로 단정하게 덮고, 신자들의 자리를 정돈하고 배병위원들을 

각각 지정된 자리에 앉게 한 후 목사가 성경말씀을 해석 권면하고 장로들을 세우고 기도한 다음 나누
게 하되, 먼저 목사가 떡을 취하고 장로는 교인들에게 떡을 나눈 다음 목사를 통하여 떡을 받는다.

(2)잔을 나눔 : 떡을 다 나눈 다음 혹 받지 못한 자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목사는 다시 떡을 나눌 
때 와 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 설명하고 배잔 위원들로 하여금 잔을 나누도록 한다.

5. 성찬 예식 참석자들의 태도
성찬에 참석한 신자들은 성령의 역사와 감화 아래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동시에 그와의 교제와 성도간의 교제와 그 죽
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엄숙한 마음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6. 성찬 예식의 폐회
성찬예식을 마친 다음에는 목사의 축도로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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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신앙고백
제23조 신앙고백의 제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경적으로 지도하는 교회의 다
스림에 복종한다는 신앙고백을 하여야 하는데 그 공적인 제도가 학습과 입교의 예식이다.

제24조 학습식
세례를 받기 전 일정한 기간 교회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원입인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을 

때 당회가 그를 심사하여 학습문답을 하고 교회 앞에 공포함으로 학습인으로 된다.

1. 학습인의 문답
교회가 시행하는 성례식 시간 또는 특별한 상황으로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의 신앙정도를 

심사하는 문답을 하고 학습여부를 결정한다.

2. 학습의 서약
학습 문답에 합격한 신자는 교회 앞에서 다음과 같은 서약을 하게 한다.
(1) 여러분은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2)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3) 여러분은 성경말씀과 교회의 제반규례를 열심히 학습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지체없

이 세례를 받기로 서약합니까?

3. 학습 공포
"(○○○)씨는 본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교회의 학습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

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제25조 입교식

1. 입교의 의미
교회 교인에게서 출생한 자녀로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는 교회의 권고와 치리 하에 있고,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교리 문답을 익히며, 기도하는 것과 죄를 미워하는 것과 하
나님을 경외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칠 것이며, 성년이 된 다음에는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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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면서부터 교회의 교인이 된 것을 알게 하고 개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 앞에서 증거하며, 성
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입교라 한다.

2. 입교의 고백과 서약
유아세례 받은 자가 당회 문답에 합격하고 성찬에 참여하려할 때에 정식으로 교회 앞에서 자기의 

신앙고백과 입교식을 통해 세례교인으로 확정된다.

3. 입교 서약
입교 예식을 행할 때에는 교회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서약을 하게 한다.
(1) 여러분(그대)은 어렸을 때에 부모의 신앙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서약합니까?
(2)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이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

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합니까?
(3)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

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
기로 서약합니까?

(4)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좆은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서약합니까?

(5)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서약합
니까?

4. 입교 공포
서약이 있은 후 목사는 기도하고 다음과 같이 공포해야 한다.
"(○○○)씨는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 (○○○)교회의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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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금식일과 감사일
제26조 금식일

교회나 국가 또 는 특별한 교인의 가정에 극히 어려운 일이 발생했거나 목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
을 때 당회는 금식기도 일정을 정하고 이를 교회 앞에 공포해야 한다.

1. 금식일에 해야 할 일
금식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의 원리에 위반되지 않도록 은밀하게 하여야 한다.

2. 금식기도의 기간
금식기도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되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무리한 기간을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제27조 감사일
교회는 지정된 감사일(맥추, 추수)외에도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 교회의 형편에 따라 감사일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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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기도회
제28조 기도회의 의의

기도와 찬송, 설교 헌금으로 진행되는 주일 공예배(주일 오전, 오후)를 제외한 일체의 모임은 원칙
적으로 이를 기도회라 한다.

제29조 기도의 의무
교회 내에서 공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 개인의 은밀히 기도하는 것과 가족이 사적으로 하나님께 경

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할 신자의 당연한 의무이다. 은밀한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명백
하게 명령하신 것이니 사람마다 시간을 정하여 사사로이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거룩하게 묵상하
며, 엄숙히 자기를 살피며,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0조 기도회의 종류

1. 수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는 교회역사에서 길이 전승된 유익한 기도회이며, 한 주간을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중에 저지르기 쉬운 과오와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회이니 
모든 신자들이 다 함께 힘써야 한다.

2. 새벽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신자가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 앞에 모여 경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것이 당

연한 의무이자 복된 삶을 위한 가장 훌륭한 방편이므로 권장되어야 한다.

3. 구역 기도회
구역 기도회는 각 구역마다 매주 한 번 씩 모여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또는 이웃의 가정

들의 평안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웃신자끼리 교제를 나누는 유익한 기도회이다.

4. 가정 기도회
가정 기도회는 신자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가정마다 행할 것이니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찬송

함으로 행할 것이다.

5. 기타 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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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필요에 따라 여러 종류(철야, 심야 등)의 기도회를 가지는 것이 합당하다.

제31조 기도회의 인도
기도할 목적으로 모이는 집회는 목회자의 지도를 따라야 하며 각처에 산재한 교우들은 형편을 따라 

특별한 장소에 모일 수도 있으되 목회자가 선정한 사람으로 인도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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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주일학교
제32조 주일학교의 명칭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교육의 기관은 기독교의 전통과 국제관례에 따라 주일학교로 그 명칭을 통
일한다.

제33조 주일학교 교육 이념
개혁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표준서들(Westminster Standards -신앙고백서, 대교리 문

답, 소교리 문답. 교회정치 및 예배지침)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을 양
성한다.

제34조 주일학교 교육 목적
성경을 가르쳐
1.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랑하며 섬기게 한다(예배적 인격).
2.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도우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한다(인화적 인격).
3. 자기의 존재 의의와 특별한 사명을 자각하여 자기가 선 자리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게 한다(문화

적 인격).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육성하여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겸비하게 한다.

제35조 주일학교의 예배
1. 한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집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나 유년 예배를 따로 드리게 되

었을 경우 목회자의 지도하에 인도하여야 한다.
2.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등 주일학교의 별도 예배는 허용하되, 중학생 이상은 

일반 공식 예배에 참석하게 한다.

제36조 주일학교의 편제
주일학교는 각 교회의 형편에 따라 편성하되,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부, 청년부, 장년부로 구분한다.

제37조 주일학교의 책임자
주일학교의 교장은 개체교회 담임목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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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주일학교의 교사
주일학교의 교사는 세례교인 중에서 신앙에 모범이 되고 교육 경험이 풍부한 자라야 한다.

제39조 주일학교의 교과서
주일학교의 교재는 본 교단에서 발행하는 교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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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시벌과 해벌
제40조 시벌

1. 시벌의 의의
교회의 시벌은 영적이요 도덕적이므로 국가의 시벌과는 다르며 범죄자로 하여금 그 자신의 죄를 깨

닫고 회개하여 신자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2. 시벌과 공포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한 경미한 범죄자에 대한 시벌은 은밀하게 하고 공포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공

개된 무거운 죄, 또는 출교와 같은 시벌은 반드시 공식 예배시 교회 앞에서 다음과 같이 공포하여야 
한다.

"지금 (○○○)씨는 (○○○)죄를 범한 증거가 있으므로 본 치리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형제가 회개하고 만족한 증거를 제시하기까지 (○○○)벌을 가하노라. 아멘."

3. 시벌 후의 기도와 위로
시벌을 선언한 목사는 범죄자가 빠른 시일 내에 회개하고 해벌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를 위

로해야 한다.

제41조 해벌

1. 시벌 아래 있는 자에 대한 교회의 의무
교회는 어떠한 벌을 받은 자라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위로해 줌으로써 속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도할 책임을 가져야 한다.

2. 해벌의 절차와 공포
시벌 된 자가 그 시벌의 기한을 경과하였거나 회개의 진상이 만족하다고 판단될 때에 치리회는 그

의 해벌을 결의하고 이를 교회 앞에서 다음과 같이 공포해야 한다.
"지금 본 치리회에서 시벌한 바 있었던 (○○○)씨는 본인이 회개한 증거를 보였으므로(혹은 그 

시벌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본 치리회는 그의 해벌됨을 이에 공포하노라. 아멘"



교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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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교회 정치 원리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 교회 정치원리 8개조는 다음과 같다.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主宰)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그 말씀에 위반되거나 

탈선되는 사람의 명령이나 교리를 받지 않게 양심의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종교에 관계
되는 각 항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자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으므로 누구든지 이 권
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2조 (교회의 자유)
1. 전조(前條)에서 설명한바 개인 자유의 일례(一例)로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각기 교인의 입회 

규칙과 세례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設
定)할 자유권이 있다.

2. 교회는 국가의 권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에서 각 종교 기관의 안전을 보장하며 동일
시(同一視)함을 바라는 것뿐이다.

제3조 (교회의 직원)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 그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세우사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聖禮)를 거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신자로 하여금 진리와 의무를 준수하도록 권징(勸懲)을 시
행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교인 중 거짓 교리를 신앙하는 자나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전(全)교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黜敎)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성경이 교훈한 법
규(法規)대로 행할 것이다.

제4조 (진리와 행위)
진리는 선행(善行)의 기초이다. 진리가 진리 되는 증거는 사람으로 성결하게 하는 경향에 있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하심과 같다. 진리와 거짓이 평등하다고 하거나,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무관하다 하는 이 말들보다 더 패역하고 모순된 것은 없다. 신앙과 행위, 진리와 
의무는 서로 연결되어 분리될 수 없다.

제5조 (직원의 자격)
제4조의 원리에 의거하여 교회가 직원을 선정하되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신복(信服)하는 자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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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규칙을 제정(制定)할 것이다. 그러나 또한 사람에 따라 성격과 주의가 다르고, 교회규칙(敎會
規則)에 대한 의견(意見)이 다를지라도, 교우와 교회가 서로 관용하여야 한다.

제6조 (직원의 선거권)
교회 직원의 성격, 자격, 권한 및 선거와 위임의 규례(規例)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어떤 회의

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權限)은 그 회에 있다.

제7조 (치리권)
치리권(治理權)은 전 교회로서나 그 선정(選定)된 대표자로 행사함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전달하는 것뿐이다. 곧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이므로 어느 교회의 치리회든지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로 제정할 권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啓示)하신 뜻에 근거
한다.

제8조 (권징)
교회가 이상 각조의 원리를 힘써 지키며 교회의 영광과 복을 증진(增進)할 것이니 교회의 권징은 

세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에서 온 것이므로 반드시 그 성격이 순전히 도덕적이고 
영적이어야 하며, 도덕성과 신령성의 것이요, 국법에 의한 시벌(施罰)이 아니므로, 그 효력(效力)은 
정치의 공정(公正)과 모든 사람의 공인(公認)과 만국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고와 은
총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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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교회
제9조 (교회의 의의)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택한 백성의 거룩
한 공회(公會)이다.

제10조 (교회의 구별)
교회에는 두 가지 구별이 있으니,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이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

만 아시고, 보이는 교회는 전 세계에 산재(散在)한 교회이다.

제11조 (교회의 회집)
대중이 한 곳에만 회집하여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으므로 각 처소에 개체 교회를 설립하

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와 그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일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
며 성결하게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훈과 교회 헌법에 의하여 공(公)
예배로 모인다. (갈1:22)

제12조 (각 개체 교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과 그 언약의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 원대로 합심하여 하나님

을 경배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예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에 교훈한 대로 연합하고 제 정
된 교회 정치에 복종하며, 공동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개체 교회라 한다.

제13조 (개체 교회의 분류)

1. 각 개체 교회는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로 분류한다.
   1) 조직교회는 당회에 의해 치리되는 개체 교회이다.
   2) 미조직교회는 당회가 없는 교회로서,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에 의해 치리 되는 개체 교회이다.
2. 궐위(闕位)교회는 시무목사가 없고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만 있는 개체 교회이다.

제14조 (개체 교회의 설립)
1. 예배장소를 준비하고 일정한 교인들이 회집하다가 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

락을 받아야 한다.
2. 개체 교회 설립에 필요한 교인들의 수는 장년교인(원입, 학습, 세례) 8인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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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체 교회의 설립 및 분립 청원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설립(분립)교회의 명칭과 소재지.
   2) 설립(분립) 일자.
   3) 교인들이 서명 날인한 명단.
   4) 장년 신자 수와 가정 수.
   5) 어린이, 청소년 등 장년 이외의 교인 수.
   6) 예배당 상황(대지와 교회당 크기 및 계약서 또는 권리증 사본 등).
   7) 교회의 재정 상황
   8) 부근 교회와의 거리.
   9) 지역사회 환경의 현황(호구 수, 문화와 생활 정도 등).
   10) 당회와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분립)
4. 개체 교회의 설립 및 분립청원서는 해당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제15조 (개척교회의 관리)
1. 동일한 노회지역의 개척교회는 그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관리하고, 교회 설립 허락을 받은 후에

는 노회에서 관리한다.
2. 다른 노회 지역 내의 개척교회 관리는 1항에 준한다. 단, 교회 설립 허락은 개척교회 소속 지역

노회에 한한다.

제16조 (개체 교회의 분립과 합병)
1. 한 개체 교회가 분립하고자 할 때와 두 개 이상의 개체 교회가 합병하고자 할 때는 그 교회 당

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개체 교회 설립 및 분립 청원을 받은 노회는 설립 또는 분립될 곳의 형편과 여건을 소상하게 살

펴 합당하면 허락하고, 당회장을 파송한다.
3. 개체 교회의 합병 절차는 각 청원 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가 결의하고, 그 회의록 사본과 각 청

원 교회 회원들이 연서 날인한 청원서를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제17조 (개체 교회의 폐쇄)
1. 개체 교회를 폐쇄하고자 하면 그 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

아야 한다. 그 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가 기능을 발휘 할 수 없을 경우 시찰회의 청원으로 노회의 허
락을 받아야 한다.

2. 개체 교회의 폐쇄는 그 교회의 청원이 있거나 또는 청원이 없어도 노회가 그 교회의 폐쇄를 필
요로 인정할 때, 이를 결의하고 위원을 파송하여 제반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그 교회를 개체 교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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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삭제하고, 교인들의 교적은 노회의 지도로 관할 시찰회에 맡겨 관리한다.

제18조 (개체 교회의 소속 노회 변경)
1. 개체 교회가 소속 노회를 변경하고자 하면, 관계 양 노회의 결의로 한다.
2. 총회가 설정한 지역 분할 또는 노회 분립에 따른 소속 노회 변경 외에, 개체 교회가 소속 노회를 

변경하고자 하면 그 당회에서 결의하고 당회록 사본과 공동의회 결의서 및 사유서와 당회원이 연서 
날인한 청원서를 관계 양 노회에 제출한다.

제19조 (개체 교회의 변경)
1. 개체 교회의 명칭과 주소 변경 : 개체 교회가 그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면 공동의회에

서 결의하고 관할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개체 교회가 설립 허락을 받은 후, 장년 교인수가 8인 미만의 상태로 2년이 경과되면 노회의 결

의에 따라 이를 기도소로 변경할 수 있고, 교회 설립의 여건이 회복되면 교회설립청원 수속을 거쳐야 
한다.

제20조 (다른 교단교회의 가입)
1. 다른 교단교회가 본 교단에 가입하고자 하면, 그 지역 관할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가입 절차 : 다른 교단교회가 본 교단에 가입하고자 하면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그 지역 관할 

시찰회를 경유, 노회에 청원한다.
   1) 전에 소속되었던 교단과 교회의 명칭 및 소재지.
   2) 교회 연혁.
   3) 교인 수(원입, 학습, 세례, 유아세례, 주일학교 학생 수).
   4) 교역자 현황.
   5) 제직 현황.
   6) 예배당 상황(대지와 교회당 평수, 및 계약서 또는 권리증 사본 등).
   7)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및 교인 서명날인.
   8) 교회 가입 신청서.
3. 가입 허락 : 다른 교단교회의 가입청원을 받은 노회는 이를 신중히 살펴 합당하면 허락하고, 당

회장을 파송한다. 단 교회 부동산은 총회 유지재단에 편입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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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교인
제21조 (교인의 의의)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그리스도인이라 칭한다.

제22조 (교인의 구분)
교인은 그 신급에 따라 원입인, 학습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으로 구분하며, 본 법에서 교인이라 

함은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회원된 세례교인을 뜻한다.
1. 원입인 :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공예배에 참석하는 자.
2. 학습인 : 신앙을 고백하고 학습을 받은 자
3. 유아세례교인 : 언약의 자녀로서 세례를 받은 자(단, 입교서약하기까지는 교인의 권리를 행사하

지 못한다).
4. 세례교인(입교인) : 유아세례교인으로 입교서약을 한 자와, 학습인으로 세례를 받은 자.

제23조 (교인의 신급 별 문답 자격)
1. 유아세례문답 대상자는 2세 이하로 하고, 최소한 부모 중 1인이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이어야 

한다.
2. 학습문답 대상자는 원입인으로 6개월 이상 공예배에 참석하는 14세 이상자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6개월이 미달해도 문답할 수 있다.
3. 입교 및 세례문답 대상자는 14세 이상자로 한다.
4. 세례문답 대상자는 학습인으로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 (교인의 권리)
1. 세례교인은 성찬 참여권과 공동의회 회원권 및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개체 교회에서 

법규에 의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단, 무단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참석치 않으면 위 권리
를 상실한다.

2. 교인이 노회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면 당회를 경유하여야 하나, 당회가 이를 거부할 때는 
그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 (교인의 의무)
교인은 공예배(주일예배, 오후예배/저녁예배)와 수요기도회 참여, 헌금(의무헌금인 십일조 및 주일

헌금과 성의헌금), 전도(영혼구원을 위하여 헌신), 봉사(교회 내외의 활동을 위한 섬김)와 교회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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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종할 의무를 가진다.

제26조 (교인의 이명)
1. 교인이 다른 교회로 이거한 후 6개월 이내에 전 소속 교회 당회장에게 이명 청원을 하여야 하

며,(23조) 이명 절차가 끝나기까지는 전 소속교회 치리 하에 있다.
2. 이명 증서를 받아 교인으로 등록되면 즉시 이명 접수 통지서를 이명한 교회에 보내야 하며, 이명

을 허락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명 증서를 반송하여야 한다.
3. 교인의 이명 증서에는 책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4. 이명증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반송된 때에는 원 교적에 복원된다.
5. 책벌 하에 있는 교회의 직원은 그 치리회의 결의가 있어야 복직된다.

제27조 (교인의 신고)
교인은 학업, 병역, 직업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개체 교회를 떠나 6개월 이상 경과하게 될 경우에는 

소속당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 (교인의 자격)
1.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

과하면 실종 교인이 된다.
2. 다른 교회 교인이 이명서 없이 본 교회에 출석한지 6개월을 경과하면 당회의 결의로 회원권을 

줄 수 있다.

제29조 (교인의 복권)
1. 회원권을 상실한 자가 본 교회에 돌아왔을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당회의 결의로 회원권을 복

권시킬 수 있다.
2. 다른 교회 교인이 이명서 없이 본 교회에 출석한지 6개월이 경과하면 당회의 결의로 회원권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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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교회 직원
제30조 (교회 창설 직원)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에 그 교회를 세상에 세우사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사도를 세우사직권적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셔서 사역하게 하셨다.(마10:1-8)

제31조 (교회 항존 직원)
1.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이다.(행20:17,28 딤전3:1-13 딛1:5-9)

제32조 (교회 항존 직원의 시무 정년)
1. 교회 직원의 시무정년은 70세까지로 하되 정년 되는 해 연말까지로 한다.
2. 항존직(목사, 장로, 집사)에 있는 자가 정년 전에 은퇴하려면 소속 당회나 노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으나 다시 복직은 할 수 없다.

제33조 (교회 준직원)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신학대학원생)을 준직원이라 한다.

제34조 (교회 임시직원)
교회 사정에 따라 전도사, 권사, 서리 집사, 권찰을 임시직원으로 둔다.

제35조 (교회 직원의 선거와 투표)
1. 선거 투표는 무흠 세례교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할 것이다. 교회에서나 어떤 회에서든지 

특정한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돌리거나 방문하여 권유하거나 문서로나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
하는 일은 일절 금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그 치리회는 적절히 시벌한다.

2. 교회 직원을 선거할 때 병환, 여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 외에 무고히 계속 6개월 이상 본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3. 선거 투표할 때 정원수를 초과 기명한 표는 무효이고 정원수 이내를 기명한 표는 유효하다.
4. 지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잘못 기록한 투표지는 무효로 하며, 무효표와 백표는 총투표

수에 가산하고 기권은 투표수에 가산하지 않는다.

제36조 (집사와 권사의 선택과 임직 권한)
1. 집사와 권사의 선택과 임직은 조직교회만이 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정에 의해 미조직 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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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집사 권사를 선택 임직하고자하면 당회장이 협조 당회원 2인(목사1인, 장로1인)을 노회에 청하여 
선택 임직할 수 있다.

2. 집사와 권사와 장로에 대한 명예직은 성경과 헌법정신에 의거 세울 수 없다.

제37조 (장로와 집사 및 권사의 투표)
1. 장로 또는 집사, 권사를 선택하는 투표는 허락(장로는 노회 허락, 집사는 당회 결의)후 1년 이내

에 단회로 실시하되, 2차까지 투표할 수 있다.
2. 1차 투표 결과 산표(散票)로 인하여 당선자 선출이 어려울 경우, 득표순으로 적당한 인원의 후

보자를 선정하여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단 2차 투표시 찬반으로 투표할 수 없다
3. 위 1항과 2항의 투표 방법은 투표 전에 공동의회장의 선언이 있어야 한다.

제38조 (무흠의 규정)
교회직원의 무흠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이 규정은 임직에는 적용되나 복직 또는 재임에는 적용되

지 않는다.
1. 무흠의 시한 : 그 직원을 투표하는 당일을 기점으로 역산한다.
2. 무흠의 한계 : 무흠이라 함은 권징조례에서 치리회가 정하는 시벌 중 정직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3. 항존 직원 선출시 본 교회 등록 후 경과 기간 적용시 이전 교회에서 장로는 4년, 집사는 3년의 

정직 이상의 시벌을 받지 않은 자라야 한다.
4. 본 교회 등록 전 이전교회에서 시벌을 받은 자는 해벌 후부터 무흠 기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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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목사
제39조 (목사의 의의)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장립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집례하며, 교인을 축복하
며, 장로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이다(롬11:13).

이 직분에 대한 호칭은 성경에 나타난 각양의 의무를 따라 다음과 같이 불린다.
1.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감시하는 자이므로 감독이라 한다(행20:28).
2. 신령한 양식으로 양무리를 먹이므로 목자 또는 목사라 한다(엡4:11 렘3:15 벧전5:2-4).
3. 양무리의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의 집과 그 나라를 치리 하는 자이므로 장로라 한다(벧전

5:1-3).
4.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하므로 그리스도의 종 혹은 사역자라 한다(고후3:6).
5.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므로 교회의 사자라 한다(계2:1).
6.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권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한다(고후5:20 엡6:20).
7.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여 깨닫게 하는 자이므로 목회자 또는 교사라 한

다(딤전2:7 딤후1:11 딛1:9).
8.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이므로 전도자라 한다. (딤후4:5)
9.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므로 청지기라 한다. (눅12:42 고전4:1-2)

제40조 (목사의 자격)
목사는 다음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남자 세례교인으로 무흠히 7년 이상을 경과한 자.
2. 목사의 신학적 자격은 총회직영 신학대학원, 혹은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 졸업자로서 강도

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총회가 정하는 수련 봉사기간을 필한 자.
4.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한 자.
5. 신앙이 진실한 자.
6. 교수의 능력이 있는 자.
7. 행위가 복음에 적합한 자.
8.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9. 신, 불신(不信)간에 신임과 존경을 받는 자.



- 153 -

제41조 (목사의 직무)
목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2.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하는 일.
3. 찬송을 지도하는 일.
4. 성례를 거행하는 일.
5. 하나님의 사자로서 축복하는 일.
6. 교인을 교육하는 일.
7. 교인을 심방하는 일.
8. 목회 계획 및 실행.
9. 예배 관장.
10. 설교와 설교자 선정하는 일.
11. 교회의 각 기관을 지도하는 일.
12. 치리권을 행사하는 일.
13. 준직원, 임시직원 임명 및 면직하는 일.

제42조 (목사의 칭호)
목사의 칭호는 다음과 같다.
1. 위임 목사 - 조직교회의 청빙을 받고 노회 허락으로 위임받아 시무하는 담임목사이다.
2. 전임(專任) 목사 - 개체 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에서 허락받아 전임으로 시무하는 담임목사이다.
3. 부(副)목사 -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이다.
4. 전도 목사 - 노회의 허락을 받아 독립교회, 타 교단 교회, 기타 특수한 곳에 파송되어 전도하는 

목사이다.
5. 기관 목사 - 신학교, 병원, 학교, 기타 기관에서 가르치고 전도하는 목사이다.
6. 종군 목사 - 총회의 파송을 받아 군대에서 전도하는 목사이다.
7. 선교사 - 다른 민족이나 타문화권에 전도하기 위하여 파송 받은 목사이다.
8. 무임 목사 - 일정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이다.
9. 은퇴 목사 - 정년이 되거나 혹은 특수한 사정으로 퇴임한 목사이다.
10. 원로 목사 - 한 개체 교회에서 15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노후에 시무를 사면할 때, 그 교회에

서 추대 절차에 따라 원로목사로 추대 받은 목사이다.
11. 공로 목사 - 한 노회에서 1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한 목사가 노회에 시무 사면을 청원할 때, 

노회 결의로 그 공이 인정되어 공로목사로 추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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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은퇴 목사와 원로 목사의 예우와 권한)
1. 은퇴 목사
1) 은퇴 목사의 소속은 은퇴시의 교회 소속노회에 속하나 이명 절차에 따라 목사의 주거지역 노회

에 소속할 수 있다. 한 개체 교회에서 15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은퇴할 때에 원로목사로 추대되어 은
퇴하고자 할 때는, 그 교회에서 생활비를 정하여 예우한다.

2) 은퇴 목사의 예우는 총회은급제도에 의거 시행을 하되 총회은급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목사는 은
퇴할 때에 시무했던 교회에서 퇴임 당시 사례금 × 시무 연수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3) 은퇴한 목사는 노회의 언권 회원이 되고, 은퇴와 함께 소속치리회의 상비부원 또는 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4) 은퇴 목사는 소속치리회에서 소속증명은 발급받을 수 있다.
5) 은퇴 목사가 교회를 개척할 경우, 소속 노회로 하여금 당회장을 파송하여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

고 설교와 목양의 일을 맡을 수 있다.

제44조 (전임 목사의 연임)
전임 목사와 부목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 시무할 수 있다.

제45조 (부목사의 시무와 권한)
1. 부목사는 현직으로 시무하는 개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될 수 없다. 단, 개체 교회 담임목사

가 은퇴할 때에는 은퇴하는 목사의 동의를 얻어 담임하는 목사로 청빙 받을 수 있다.
2. 부목사는 당회장 유고시, 노회의 허락을 받아 당회의 결의로 그 교회 당회장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제46조 (기관 목사의 겸직 금지)
기관목사는 개체 교회의 시무를 겸할 수 없으나 당회장의 허락으로 임시로 봉사할 수 있다.

제47조 (전도 목사의 계속시무)
전도목사는 사역하던 기도소가 교회 설립허가를 받은 후에도 그 곳에서 계속 시무하고자 하면 그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야 한다.

제48조 (목사의 임직과 위임)
1. 교회 정치에 의거 목사 자격을 구비한 자를 목사로 임직하고자 하면, 개체 교회 또는 기타 기관

의 청빙을 받고, 노회의 허락으로 노회에서 안수로 임직하고, 위임식은 그 시무할 교회에서 거행한다.
2. 위임국장은 해 노회 위임 목사가 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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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위임 목사)
1. 위임 목사의 시무 : 위임식을 거행함으로 시작되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이내에 위임

한 교회를 사임하지 못한다.
2. 위임 목사의 자격 : 노회에서 위임목사로 허락받은 자가 위임식을 거행하기까지는 전임목사로 간

주된다.
3. 위임식의 시한 : 위임식은 노회 허락 후 1년 이내에 거행하여야 하며, 1년이 경과되면 전임목사

로 간주하며, 위임식을 사정에 따라 연기할 경우 노회의 승인을 받으면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4. 위임 목사가 위임을 받은 후 폐당회가 되면 빠른 시일 안에 당회를 조직하도록 하고, 폐당회로 

2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전임 목사가 되며, 노회는 즉시 위임해제 통고 위원을 본 교회에 파송하
여 위임해제를 선언하여야 한다.

제50조 (목사의 청빙)
개체 교회 혹은 기관에서 목사를 청빙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위임 목사, 전임 목사의 청빙은 개체 교회(위임목사 청빙은 조직교회에 한함) 당회의 결의와 공

동의회에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청빙서에는 무흠 세례교인 과반수의 날인과 
공동의회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청원한다. 교회를 개척한 목사는 당회가 
조직됨과 동시에 위임목사가 되며 노회가 이를 공포한다.

2. 동일한 노회에서 전임목사와 부목사 이동시는 해 시찰회의 동의를 얻어 이동하고 후에 노회에 
보고 한다.

3. 전도목사, 기관목사, 종군목사의 청빙은 그 기관의 결의로 노회에 청원한다.

제51조 (목사의 청빙 투표)
1. 공동의회에서 목사의 청빙 투표를 함에 있어 3분의 2이상이 찬성할지라도 소수가 심히 반대하는 

경우, 회장은 연기하도록 권함이 가하나 다수가 양보하지 아니하면 화합하도록 권면한다.
2. 목사 위임 투표는 동일 회기 내에는 1회만 가능하며 부결 시 전임목사이다. 후임목사 청빙 시 

현 당회장이 사회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52조 (부목사의 청빙 처리)
1. 부목사의 청빙은 개체 교회 당회에서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청빙서에는 

당회원 과반수의 날인과 당회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청원한다.
2. 부목사의 청빙은 청원을 받은 노회의 형편에 따라 노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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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외국 거주 목사의 청빙)
외국 거주자인 목사(영주권, 시민권을 가진 자)를 청빙할 수 있으며, 본 총회에서 인정하는 신학대

학원 졸업을 한 자에 한 한다.

제54조 (목사 청빙서)
1. 청빙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한다.
   1) 같은 노회 내의 목사 청빙 시는 2통.
   2) 다른 노회의 목사 청빙 시는 3통.
2. 공동의회장의 의견서
목사청빙에 있어 공동의회장의 의견서에는 총투표, 찬성표, 반대표, 기권표의 수를 상세히 기록하고 

청빙서와 함께 노회에 제출한다.
3. 청빙 서식 : 청빙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총회 서식 참조).
(○○○)교회 교인들은 귀하께서 목사의 재덕과 능력이 있어 우리 영혼의 영적 유익을 선히 나누어 

주실 줄로 확신하여 귀하를 본 교회 (○○○)목사로 청빙하오며, 겸하여 귀하께서 시무하는 기간에는 
본 교인들이 범사에 편의와 위로를 도모하며, 주 안에서 순복하고, 주택과 생활비 월(○○○)원×연
(○○개월)를 드리기로 서약하는 동시에 이를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 서명 날인하여 청원하오니 허락
하심을 바랍니다.

○○○○년 ○○월 ○○일
증인 공동의회장 서명 날인
(○○○) 목사 귀하
첨부 : 세례교인(입교인) 연서 날인

제55조 (청빙 승인)
청빙서는 청빙 받은 자를 관할하는 노회에 제출한다. 그 노회가 허락하면 청빙 받은 목사에게 교부

한다. 단, 노회의 허락 없이 교회나 기관이 청빙서를 직접 목사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제56조 (다른 노회 목사의 청빙)
다른 노회 목사를 청빙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교회 또는 기관이 청빙서를 작성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2. 노회에서 그 청빙이 허락되면 그 청빙서를 청빙 받은 목사가 속한 노회로 조회한다.
3. 청빙서를 받은 노회에서 그 청빙이 허락되면, 청빙서는 청빙 받은 목사에게 교부하고, 그 노회는 

이명서를 청빙한 노회로 발송한다.
4. 이명서를 접수한 노회는 발송한 노회에 이명 접수 회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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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다른 교단 목사의 가입)
다른 교단 소속 목사가 본 교단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대학 과정(B.A)과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2. 본 교단 소속 목사 2명 이상의 추천을 받고 관할 노회에서 준회원의 자격을 얻은 후,
3. 해당 노회 고시부에서 요구하는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고신 총회 이명 목사: 본 교단 헌법.
   2) 본 총회에서 인정하는 신학교 출신 목사: 본 교단 헌법, 본 교단 역사
   3) 그 외의 교단 출신 목사: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10 학점을 취득하고, 해당 노회에서 

고시 후 서약한다. 

제58조 (목사의 사임)
1. 자유 사임 : 목사가 자유로이 사임하고자 하면,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노회는 그 사임이유를 

조사한 후, 그 이유가 충분하면 사임을 승낙한다.
2. 권고 사임 : 개체 교회가 특별한 이유로 목사의 계속 시무가 곤란할 때에는, 노회가 목사와 교인 

대표자의 설명을 청취한 후 처리한다.

제59조 (목사의 사직)
1. 자유 사직 : 목사가 자유로이 사직코자 하여 노회에 사직원을 제출하면, 노회는 이를 신중히 심

사하여 처리한다.
2. 권고 사직 : 목사가 성직에 합당한 자격을 상실한 때와, 심신이 건강하고 또 사역할 처소가 있음

에도 5년간 시무를 하지 아니하면 노회는 권고사직하게 한다.

제60조 (본 교단 이탈 목사)
본 교단을 이탈한 목사는 제적하고, 이단 종파에 가입한 목사는 면직한다.

제61조 (목사의 복직)
목사로서 사직된 자가 목사의 직을 회복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소속했던 노회에서 시무처가 다른 목사 3인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복직 청원서를 그 노회에 제

출한다.
2. 노회는 자유사직자 또는 권고사직자의 사직 이유가 충분히 해소된 여부를 살핀 후, 노회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결의로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
3. 목사의 복직이 허락되면,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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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목사의 휴무)
1. 시무 중에 있는 목사가 신체 요양이나, 신학 연구나 기타 사정으로 단기간 휴무하는 경우에는 당

회와 협의하고, 휴무기간이 장기간일 경우에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시무 목사가 6개월 이상 휴무하고자 하면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1년 이상 계속 휴무하고

자 하면 노회의 재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목사의 안식년 제도는 시무 6년 후 7년째로 할 수 있다.



- 159 -

제6장 장로
제63조 (장로직의 기원)

율법시대에 장로가 있었음과 같이 복음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에 치리하는 자를 선정하였으
니 곧 치리 장로이다.

제64조 (장로의 권한)
장로는 당회와 상회의 회원권을 가진다.

제65조 (장로의 자격)
장로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40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 세례교인으로 무흠히 7년을 경과한 자.
2. 신앙과 행위가 복음적이고 본이 되는 자.
3.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자.
4. 공적, 사적 생활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
5.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6. 성품이 원만하며 덕망이 있는 자(딤전3:1-7).
7. 본 교회에 등록한 후 3년 이상 경과된 자.
8. 주일 성수, 공예배 참석, 십일조를 실천하는 자.

제66조 (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딤전5:17 롬12:7-8)
1.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
2.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
3. 교인을 심방, 위로, 교훈하는 일.
4. 교인을 권면하는 일.
5.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부를 살피는 일.
6.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7.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8. 목회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목사에게 상의하고 돕는 일.

제67조 (장로의 선택)



- 160 -

1. 장로의 선택 수는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선출한다.
2.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3. 당회가 후보를 추천하여 공동의회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제68조 (장로의 임직과 시무기간)
1. 장로로 피택 된 후 당회의 지도로 6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노회 고시에 합격하면, 개체 교회에

서 안수로 임직한다.
2. 타 교단 장로의 전입 시 노회에서 시취를 거친다.
3.시무장로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5년 시무 후 1년간 휴무하고, 당회와 제직회의 결의로 재시무 

한다(단 개교회의 공동의회 결의로 임기 연수를 정하지 않고 70세까지 시무할 수 있다).

제69조 (휴무 장로)
1. 시무 중에 있는 장로가 시무를 사임한 자와, 68조 3항의 시무 규정에 의해 휴무한 자를 휴무장

로라 한다.
2. 장로가 휴무기간 중 그 직위는 계속되나 당회 성수를 위한 정원에는 계산되지 않는다.
3. 당회가 장로의 윤번 시무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면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68조 3항 내에서).

제70조 (무임 장로)
장로가 시무하는 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이거하고, 그 교회에서 취임 받지 않은 자를 무임장

로라 한다. 무임 장로가 다시 시무하고자 하면 등록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후, 그 당회의 결의로 노
회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어 취임을 하여야 한다.

제71조 (협동 장로)
교회를 잘 봉사할 수 있는 (교단 혹은 NAPARC 소속 교회 출신) 무임 장로가 있는 경우, 당회의 

결의로 협동 장로를 세울 수 있다. 협동장로는 당회와 제직회에서 발언권을 가진다.

제72조 (은퇴 장로와 원로 장로)
1. 은퇴 장로 : 장로가 정년으로 퇴임하거나 혹은 특수한 사정으로 노후에 퇴임하면 이를 은퇴 장로

라 한다.
2. 원로 장로 : 한 개체 교회에서 15년 이상 시무한 장로가 노후에 퇴임할 때, 그 교회가 그의 명예

를 보존하고자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여 원로 장로로 추대한 장로이다. 원로 장로는 그 교회 당회와 제
직회에서 언권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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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은퇴직의 규제)
교회 직원(목사, 장로, 집사, 권사)이 특수한 사정으로 정년 이전에 퇴임하게 될 때, 그에게 은퇴직

을 부여하고자 하면,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여 퇴임하는 자는 은퇴직이 될 수 없다.

제74조 (장로의 사임과 사직)
장로가 건강상의 이유나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할 경우에는 자의로 사직 또는 사임할 수 있고 또는 

당회의 결의로 권고 사직 또는 사임하게 할 수 있다.
1. 자유 사임 : 시무장로가 일신상의 형편으로 자유로이 사임하고자 하면 당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다시 시무하고자 하면 당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2. 권고 사임 : 교인의 태반이 그 장로의 시무를 원하지 아니할 때는 1) 당회에서 재적 3분의 2이

상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사임하게 할 수 있고, 2)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결
정으로 한다.

제75조 (장로의 복직)
장로로서 사직된 자가 장로의 직을 회복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속했던 당회에 복직 청원서를 제출한다.
2. 당회는 그 사직 이유가 충분히 해소된 여부를 살핀 후, 당회의 결의로 노회 허락을 받아 공동의

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
3. 장로의 복직이 허락되면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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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집사
제76조 (집사의 자격)

집사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35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 세례교인으로 무흠히 5년을 경과한 자.
2. 좋은 명성과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자.
3. 행위가 복음적이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딤전 3:8-13).
4. 본 교회에 등록한 후 2년 이상 경과된 자.
5. 주일 성수, 공예배 참석, 십일조를 실천하는 자.

제77조 (집사의 직무)
집사는 1,당회의 결정 지시 사항 2,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 봉사의 일과 교회 회계 업무와 구제에 

관한 실무 담당 3,제직회에 참석한다.

제78조 (집사의 선택)
1. 집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당회가 후보를 추천하여 공동의회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제79조 (집사의 임직)
집사로 피택된 후, 당회의 지도로 6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고시에 합격하면, 개체 교회에서 안수로 

임직한다.

제80조 (휴무 집사)
시무 중에 있는 집사가 그 시무를 쉬게 되면 이를 휴무 집사라 한다.
1. 시무 집사가 일신상의 형편으로 당회의 허락을 받아 자유로이 휴무할 수 있고, 또는 당회의 결의

로 권고 휴무하게 할 수 있다.
2. 휴무 집사가 다시 시무하고자 하면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81조 (무임 집사)
1. 집사가 시무한 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이거하고, 그 교회에서 취임 받지 않았을 때, 이를 

무임 집사라 한다.
2. 무임 집사가 다시 시무하고자 하면 당회의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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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를 얻어 취임을 하여야 한다.

제82조 (은퇴 집사)
집사가 정년으로 퇴임하거나 혹은 특수한 사정으로 노후에 퇴임하면 이를 은퇴 집사라 한다.

제83조 (집사의 사직과 사임)
집사가 범죄는 없을지라도 노쇠하거나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할 경우, 자의로 사직할 수 있고, 당회

가 교인 태반의 불신임과 무관하게 집사를 권고 사임 혹은 사직시키고자 하면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권고사직하게 할 수 있다.

제84조 (집사의 복직)
집사로서 사직된 자가 집사의 직을 회복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속했던 당회에 당회원의 추천으로 복직 청원서를 제출한다.
2. 당회는 그 사직 이유가 충분히 해소된 여부를 살핀 후, 당회의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
3. 집사의 복직이 허락되면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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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준직원과 임시직원
제85조 (준직원의 자격)

준직원은 개인으로는 그 당회에 속하고 직무상으로는 노회에 속하며, 준직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강도사
강도사는 총회에서 실시한 강도사 자격 심사를 받아 설교할 자격을 취득하고 노회의 지도를 따라 

사역하는 자인데, 교회 치리권은 없다. 강도사가 목사 임직을 받으려 하면, 목사고시를 청원하기까지 
다음과 같은 수련봉사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

 1) 군종장교 후보생과 총회 선교부에서 추천받은 선교사 후보생은 신학대학원 졸업 후.
 2) 강도사는 총회에서 실시한 강도사 고시를 합격한 자는 그 다음 해에 해당 노회의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
2. 목사 후보생
목사 후보생은 남자 세례교인으로 무흠히 5년을 경과하고, 모범적인 신앙과 목사 됨에 합당한 자질

이 있는 자가 목사직을 희망하여 노회 허락을 받고 그 지도대로 신학대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자로서, 
전도사와 같은 자격자로 인정한다.

제86조 (준직원의 직무)
1.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은 당회 허락으로 개체 교회의 제직원이 되며,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제직회 임시회장이 될 수 있다.
2.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이 신덕이 불량하거나 노회 지도에 순응하지 아니하면 노회는 그 인허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7조 (준직원 및 전도사의 이동)
1. 강도사, 목사 후보생, 및 전도사가 노회를 옮기고자 하면 직무상 노회에 속함으로 소속 노회의 

허락을 받고, 그 이명증서와 이력서를 이거하는 노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당회장의 허락
으로 임시 시무이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로 노회에 이명 수속을 하여야 한다.

2. 개인으로는 그 당회에 속함으로 가족과 함께 교인 이명 증서를 시무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 (전도사의 자격)
전도사는 25세 이상 65세 이하의 무흠 세례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노회의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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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전도사의 직무)
전도사는 당회나 목사가 관리하는 개체 교회의 직무를 돕는다.

제90조 (권사(勸事)의 자격)  
권사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45세 이상 65세 이하의 여자 세례교인으로 무흠히 5년을 경과한 자.
2.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3. 좋은 명성과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자.
4. 본 교회에 등록한 후 2년 이상 경과된 자.

제91조 (권사의 직무)
권사는 목회자의 지도 아래 교인을 심방하되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 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제92조 (권사의 선택)
1.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당회가 후보를 추천하여 공동의회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제93조 (권사의 임직, 휴무, 사직 및 복직)
1. 권사로 피택된 후, 당회의 지도로 6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시취에 합격하면 개체 교회에서 안수 

없이 임직한다.
2. 권사의 휴무, 사직 및 복직에 관한 절차와 무임권사와 은퇴권사에 관한 규정은 집사의 관계조항

에 준한다.

제94조 (서리 집사의 선택)
서리 집사는 개체 교회의 형편에 따라 목회자가 진실한 세례교인 중에서 선임하여 당회의 자문을 

받아 집사의 직무를 하게하는 자로서 임기는 1년이다.

제95조 (교회 임시직원의 자격)
1. 서리 집사는 무흠 세례교인으로 2년을 경과하고 25세 이상으로 70세 미만자로 신앙과 덕행에 

본이 되는 자라야 한다.
2. 무임 집사가 있는 경우 당회의 결의로 서리 집사의 직무를 맡길 수 있고, 공동의회에서 안수 집

사로 선택되면 취임식만 행하고 안수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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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회자는 무흠 2년 이상 된 세례교인 중에서 신앙이 독실한 자를 당회의 자문을 받아 권찰로 세
워 교인 심방하는 일을 맡길 수 있으며 그 임기는 1년이고 집사 중에서 겸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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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교회 치리회
제96조 (치리회의 의의)  

교회의 질서와 행정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도모하고 교
인으로 하여금 교회의 법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각급 치리회를 설치한다.

제97조 (치리회의 구분)
치리회는 당회(堂會), 노회(老會), 총회(總會)로 구분하며, 모든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고, 

당회, 노회, 총회로 순차대로 상소한다.

제98조 (치리회의 회집)
당회는 매년 1회 이상, 노회는 매년 2회 이상, 총회는 1년에 1차 회집한다.

제99조 (치리회의 권한)
각 치리회는 교회의 질서와 성결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교회규례에 따라 행정과 권징을 

행사하고 필요한 때에는 자체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0조 (치리회 결정의 성격) 
1. 각 치리회는 고유의 권한은 있으나 독립된 개체는 아니므로 어느 회에서든지 법대로 결정된 사

안은 총회 산하교회가 인정하는 결정이 된다.
2. 각급 치리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차대로 상급 치리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제101조 (치리회 결의의 방법)
1. 치리회의 결의는 헌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한 다수결로 한다.
2. 치리회의 결의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2조 (치리회의 회장)
각 치리회는 사무를 질서 있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을 선정하되 목사가 회장이 된다.

제103조 (치리회 회장의 권한)
치리회 회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그 회의 규칙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 개회와 폐회를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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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무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일체의 권한 보유.
3. 규칙준수 및 질서유지를 위한 제반 조치.
4. 회원 상호간의 언권 침해행위 방지.
5. 회원 상호간의 모욕 또는 풍자적인 언행 금지조치.
6. 안건 심의의 숙의와 신속한 처리.
7. 회의 중 이석(離席)의 제지.
8. 안건 설명과 결정 공포.
9. 비상 정회 선포.

제104조 (치리회의 서기)
각 치리회는 그 회의록과 문서를 보관하기 위하여 서기를 선정한다.

제105조 (서기의 의무와 임무)
각 치리회의 서기는 회의록을 상세히 기록하고 각종 서류를 보관하여 회의록 일부에 대한 등본을 

청구하면 그 부분에 대하여 등본을 교부하며, 서기가 날인한 등본을 각 치리회에서는 원본과 같이 취
급한다.

제106조 (회의록 검사 기준)
각급 치리회가 하회의 회의록을 검사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그 회의록의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
2. 그 회의록이 규칙대로 되었는지의 여부.
3. 그 회의 결정이 교회의 법에 합당한지 여부.
4. 그 회의 결정이 지혜 있고 공평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도록 되었는지의 여부.

제107조 (회의록 시정 지시)
상회가 하회의 회의록을 검사하여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해당 하회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지시할 

것이며, 그 하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상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8조 (수습 위원회 및 전권 위원회)
노회나 총회는 개체 교회, 노회, 총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습 위원이나 전권 위원을 

파송할 수 있다.

제109조 (전권 위원회의 구성)



- 169 -

노회 전권위원회는 5명(목사 4명, 장로 1명), 총회 전권위원회는 7명(목사 5명, 장로 2명)으로 각
각 구성한다.

제110조 (전권 위원회의 업무 범위)
1. 노회 전권위원회는 노회를 대행하는 전권으로 사정에 따라 본 교회의 당회장과 당회원의 권한을 

일시 정지하고 다른 목사를 임시 또 대리 당회장으로 임명하여 수습하게 할 수 있다.
2. 총회 전권위원회는 총회를 대행하는 전권으로 사정에 따라 본 노회의 노회장과 임원들의 권한을 

일시 정지하고 행정권으로 수습할 수 있다.

제111조 (전권 위원회 결정의 효력과 상소)
1. 전권 위원회의 결정은 이를 고지하는 즉시로 효력을 발생하고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다.
2. 전권 위원회의 결정은 본 치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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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당회
제112조 (당회의 조직과 구분)

당회는 개체 교회의 담임목사와 시무 장로로 조직하고, 시무 장로가 1명만 있는 경우를 준당회라 
하고 시무 장로가 2명 이상인 당회를 완전당회라고 한다.

제113조 (당회의 조직 요건)
당회를 조직하는 요건은 세례교인 20명 이상과 장로의 자격자가 있어야 한다. 

제114조 (준당회의 직무 처리)
준당회에서 일반 당회 직무를 처리할 수 있으나, 그 장로의 치리문제나 기타 사건에 있어서 장로가 

불복할 경우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하게 한다. 

제115조 (당회의 회집)
당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하되 매년 1차 이상 회집하여야 한다.
1. 당회장이 필요할 때.
2. 장로 중 2인 이상의 소집 청원이 있을 때.
3. 상회가 소집을 지시할 때.

제116조 (당회의 소집 요건)
당회를 소집하고자 하면 당회장은 시무하는 당회원 전원이 소집 사항을 인지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117조 (당회의 개회 성수)
당회에 장로 2인이 있으면 목사 1인, 장로 1인 출석으로 개회성수가 되고, 3인 이상이면 목사 1인, 

장로 2인 출석으로 개회성수가 된다.

제118조 (당회장)
개체 교회의 당회장은 다음 각 항에 의거 노회에서 선임 파송한다.
1. 위임 목사는 개체 교회의 당회장이 된다.
2. 전임 목사는 노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될 수 있다.
3. 개체 교회 위임 목사가 결원되었을 때, 노회는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다.
4. 개체 교회 위임 목사가 병중에 있거나 출타할 때는 그 당회의 결의로 임시당회장을 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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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임시 당회장)
1. 당회장 유고시 또는 당회장 본인에 관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당회는 본 노회 목사 중에서 임

시당회장을 노회에 청한다.
2. 노회로부터 파송된 임시 당회장은 치리권을 제외한 모든 목양 업무를 담당한다. 단 치리 업무가 

필요한 때는 노회 임원회의 허락을 받는다.

제120조 (미조직교회 당회장)
미조직교회에서는 당회 일반 직무를 당회장이 처리하되, 문제가 되는 것은 시찰회의 협조를 얻어 

처리하고, 권징건은 소속 노회원 중에서 목사, 장로 각 1인씩의 협조 당회원을 노회에 청하여 처리하
며, 행정록을 작성하여 매년 1차 노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1조 (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당회는 목회의 협력기관으로서,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2. 당회가 관장하는 행정은 다음과 같다.
 (1) 유아세례, 학습, 장년 세례, 입교 등의 문답.
 (2)집사, 권사 고시.
 (3) 장로, 집사, 권사 임직.
 (4) 교회의 준직원·임시직원 임명과 면직 자문.
 (5)각종 헌금 시일과 방법 결정.
 (6)교인의 이명증서 교부.
 (7)노회에 총대 장로를 선정하여 파송, 상황 보고, 청원건 제출.
3.권징 주관
 (1)범죄자의 증인 소환, 심문.
 (2) 시벌과 해벌 집행.

제122조 (노회의 장로 총대 선정 기준)
당회는 시무 장로를 장로 총대로 노회에 파송할 수 있다.
2.

제123조 (회의록)
당회 회의록에는 결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회의록은 1년 1차씩 노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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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각종 명부의 비치)
당회는 다음의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원입인 명부.
2. 학습인 명부.
3. 유아 세례교인 명부.
4. 세례교인 명부.
5. 이명 명부.
6. 결혼 명부.
7. 실종인 명부.
8. 시벌과 해벌 명부.
9. 별세 명부.

제125조 (폐당회)
당회조직 후 시무장로가 없는 당회는 자동적으로 폐당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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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노 회
제126조 (노회의 의의)

그리스도의 몸 된 개체 교회가 나뉘어 여러 개체 교회가 되었으므로(행 6:1-6, 9:31, 21:20) 서로 
협력함으로서 교리의 순결과 온전함을 보존하여 신앙을 증진시키고 교회행정과 권징을 동일하게 하
며, 배교와 부도덕을 방지하며, 교회의 전반적인 사항과 목사의 제반신상문제의 처리를 위해 상회로서 
노회를 설치한다.

제127조 (노회의 조직)
노회는 일정한 지역 안의 시무교회가 각기 다른 목사 5인 이상과, 당회 5개 처 이상에서 파송한 장

로로 조직한다. 단, 특수지역은 예외로 한다.

제128조 (노회의 회집)
노회는 다음의 경우에 노회장이 회집한다.
1. 정기노회는 연 2회(봄 및 가을) 이상 예정된 시일과 장소에서 회집하되, 개회 2 개월 전까지 통

지하여야 한다.
2. 임시노회는 노회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와 시무처가 다른 목사회원 2인과 장로 총대 2인 이상

의 청원이 있을 때에 소집하고, 회집할 시일 7일 전에 상정안건을 목사 및 장로 총대 전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만 처리한다.

제129조 (노회 개회 성수)
본 노회에 속한 시무처가 다른 목사회원 3인과 장로 총대 1인 이상이 회집하여야 개회한다.

제130조 (노회원의 자격)
노회원의 자격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위임 목사, 전임 목사, 부목사, 전도 목사, 기관 목사, 종군 목사, 선교사는 회원권을 가지되 활동

회원과 비활동회원으로 구분한다.
(1)활동회원: 1) 교회와 본인이 교단에 가입된 자로서 매 회기마다 결격 사유 없이 참가하며 적극

적으로 사역에 동참하는 자.
2) 활동회원의 권한은 노회와 총회의 회원이 되고, 임원과 상비 부서의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2)비활동회원: 1) 비활동회원은 노회가 인정하는 이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하는 자, 무

임목사, 교회가 교단에 가입되지 않은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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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활동회원의 권한은 노회와 총회의 회원이 되나, 노회와 총회의 임원과 상비부원과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단, 언권과 선거권이 있다.

3) 준회원: 타교단에서 가입한 자로 가입 후 1년간 언권을 가진다.
2. 총대 장로는 서기가 당회로부터 접수, 호명한 자이다.
3. 노회원은 서기가 호명하면 회원권이 있다.
4. 은퇴, 원로, 공로 목사는 발언권만 있는 회원이다.

제131조 (노회원의 의무 이행)
당회가 총대를 파송하지 아니하면 노회는 그 당회를 권면하고, 선정된 총대 장로가 특별한 이유 없

이 출석을 게을리 하면 노회는 그 당회로 그를 책망하게 하며, 노회의 회원된 목사가 특별한 이유 없
이 노회 출석을 게을리 하면 노회는 그 목사 회원과 당회를 책망하여야 한다.

제132조 (노회의 직무)
노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그 구역 안에 있는 당회, 개체 교회, 목사, 강도사, 전도사, 목사후보생 소속기관 및 단체의 총찰.
2. 각 당회에서 제출한 건의, 청원, 문의(질의) 및 진정의 접수 처리.
3. 각 당회에서 제출한 소원, 상소 및 위탁판결의 접수 처리.
4. 목사의 자격고시,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및 권징의 관리와 처리.
5. 목사후보생의 이명 및 권징의 처리.
6. 개체 교회 장로의 선택, 임직 및 자격고시 관장.
7. 전도사의 자격고시 시행.
8. 각 당회의 당회록 및 미조직교회의 행정록의 검사와 그 합법 여부 표시.
9. 진리와 권징에 관한 해석.
10. 교회의 신성과 화평을 위한 개체 교회 시찰.
11. 개체 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 조직 관장.
12. 개체 교회 및 미조직교회의 목사 청빙 관장.
13. 개체 교회와 미조직교회의 전도사업의 지도권장과(행6:1-6, 9:31, 21:20) 교육 강화로 인한 영  

      적 유익 도모.
14. 총회 제출의 청원, 건의, 문의, 진정, 소원, 상소 및 위탁 판결의 처리.
15. 총회에 제출하는 노회 상황 보고.
16. 총회 총대 파송.
17. 총회 지시 실행.
18. 개체 교회와 산하기관의 재산권 문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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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노회 회의록)
노회 회의록에는 회무 처리와 결의 사항을 명백히 기록하여 매년 1차씩 총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

다.

제134조 (노회의 각종 명부)
노회가 비치할 명부는 다음과 같다.
1. 시무 목사 명부.
2. 부목사 명부.
3. 기관 목사 명부.
4. 선교사 명부.
5. 무임 목사 명부.
6. 별세 목사 명부.
7. 은퇴 목사 명부.
8. 원로 목사 명부.
9. 강도사 명부.
10. 목사 후보생과 전도사 명부.
11. 개체 교회 명부(설립, 분립, 합병, 폐쇄, 연월일 명기).
12. 장로 명부.

제135조 (노회의 설립, 분립, 합병 및 폐지)
1. 노회의 설립, 분립, 합병 및 폐지는 관계 노회의 결의와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제 1항의 경우에 총회는 결의로 조사위원을 파송하여 사무를 처리하고 총회에 보고 한다.
3. 총회는 제 2항의 그 보고를 받아 노회 명부를 정리하고 폐지된 노회의 목사, 강도사, 목사 후보

생 및 전도사의 이명을 총회에서 처리한다.

제136조 (노회 구역 설정 및 변경)
1. 노회의 구역은 총회가 결정하는 지역 구분 기준에 따라 설정하며 헌법적 규칙으로 정한다.
2. 노회의 구역 변경은 노회가 분립될 때 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노회 구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 총회는 관계 노회의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다.

제137조 (시찰회)
1. 노회는 개체 교회를 효율적으로 지도 관리하여 관내의 일정구역 단위로 시찰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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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찰구역은 노회에서 정한다.

제138조 (시찰 위원)
1. 노회는 개체 교회를 관리하는 치리권의 협조를 위하여 시찰회 단위로 총대원 중에서 관내의 시

무목사와 총대장로 중에서 시찰위원(시찰장, 총무, 서기, 회계)을 선정한다. 시찰 회원은 시찰에 소속
된 목사와 장로로 한다.

2. 시찰위원수는 노회가 정하고 시찰위원은 개체 교회를 시찰하고 중요사건은 시찰회에서  협의 지
도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제139조 (시찰회의 직무)
시찰회의 구역 내의 개체 교회시찰에 관한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시찰회는 구역내 교역자 청빙건을 협의 지도하며, 미자립 교회들이 연합하여 교역자를 청빙하도

록 권고 지도하여 교역자 없는 교회가 없도록 힘쓴다.
2. 시찰회는 구역내 교회의 연합사업을 기획 지도한다.
3. 시찰회는 개체 교회가 노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살펴 전달한다.
4. 시찰회는 필요시 구역내 각 교회의 형편을 시찰할 수 있으며, 각 집회 관례를 협의 지도할 수 있다.
5. 시찰회는 구역내의 교회 상황과 위임받은 사건의 처리결과를 노회에 보고한다.
6. 시찰회는 치리회가 아니므로 임의로 치리관계의 사건에는 관여하지 못하나, 노회가 위임한 사건

은 처리할 수 있다.

제140조 (자체 규정)
각 노회는 세부적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헌법에 근거한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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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총회
제141조 (총회의 의의)

총회는 본 장로회의 최고 치리회이며, 그 명칭은 재미한인 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라 한다.

제142조 (총회의 조직)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 조직한다.

제143조 (총회 총대 선정 기준)
노회는 총회총대를 제 11장 제 130조에 의거하여 파송한다.

제144조 (총회의 개회 성수)
총회가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서 노회의 과반수와 노회가 파송한 총대(목사·장로) 과반수가 출석하

면 개회 성수가 된다.

제145조 (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소속 개체 교회와 치리회의 모든 사무와 그 연합 관계를 총찰.
2. 총회는 하회에서 제출하는 건의, 청원, 진정, 상소, 소원,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 처리.
3. 총회는 각 노회 회의록을 검사.
4. 총회는 헌법의 제정, 개정 및 해석할 전권(專權) 보유.
5. 총회는 노회를 설립, 합병, 분립, 폐지하며 노회의 구역 제정.
6. 총회는 교회의 분쟁을 수습하고, 화평과 성결의 덕을 증진, 유도.
7. 총회는 신학대학원을 설치하고 경영 관리하며, 교역자를 양성, 강도사 고시.
8. 총회는 교육, 선교 및 구제에 관한 일을 계획 실천.
9. 총회는 국내외의 개혁주의적 교회들과 친교를 도모.

제146조 (총회의 회집)
총회는 매년 1회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회집하되,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혹은 전회장이 개회하

고, 새 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사회할 것이며, 총회 임원의 직책은 다음 총회 때까지 계속되고, 총대는 
서기가 각 노회로부터 명단을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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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계속 총회)
1. 총회는 성원 미달로 유회되었거나 또는 장기간 정회 되었을 때에 계속 총회로 모일 수 있다.
2. 계속 총회의 회원은 원 총회시의 총대가 회원이 된다. 

제148조 (총회장의 지위와 직무 대리)
1. 총회장은 총회를 대표하고 총회 업무와 산하기관을 총괄한다.
2. 총회의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이 대리하고 부회장도 유고시는 회원인 직전 회장으로부터 역순위

로 전(前) 회장이 대리한다.

제149조 (총회 개회와 폐회)
총회는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하되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 회장이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축도함으로 

폐회한다. "교회가 내게 위탁한 권한으로 지금 총회는 폐회함이 가한 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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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교회 회의 및 소속기관
제150조 (공동의회)

1. 회원 : 공동의회 회원은 그 개체 교회 무흠 입교인(세례교인)으로 한다.
2. 소집 :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혹은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

건을 1주일 전에 공고한다.
   (1) 정기회 : 1년 1차 이상 정기적으로 회집한다.
   (2) 임시회 : 1)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2) 무흠 세례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3)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3. 회장과 서기
   (1) 회장은 그 개체 교회 당회장이 겸한다. 당회장 유고시는 당회가 해당 노회에 임시회장을 청

한다.
   (2) 서기는 그 개체 교회 당회서기가 겸하고, 회의록을 따로 편찬하여 보관한다.
4. 개회 성수 : 공동의회 개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회집한 회원으로 가능하나, 회집한 수가 너

무 적으면 회장은 일시를 다시 정하여 회집하게 할 수 있다.
5. 회의 안건 : 공동의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회 혹은 당회장이 제시한 사항.
   (2) 개체 교회 예산과 결산 사항.
   (3) 개체 교회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선거 사항.
   (5) 상회가 지시한 사항.

제151조 (제직회)
1. 회원 : 제직회의 회원은 그 개체 교회 시무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하고, 당회의 결의로 강도사, 

전도사, 서리집사에게 회원권을 줄 수 있다.
2. 소집 : 제직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직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제직회 소집을 필요로 할 때.
   2)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임원 :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겸하고, 서기와 회계는 당회나 제직회에서 선정한다.
4. 개회 성수 : 제직회 개회는 교회에 공고한 후, 예정한 시간에 출석한 자로 개회한다.
5. 회의 안건 : 제직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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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동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집행 사항.
   (2) 예산 추가경정 사항.
   (3) 보통재산과 특별헌금 관리사항.
   (4)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제152조 (미조직교회의 제직회)
미조직교회에서는 목사, 강도사, 전도사, 서리집사가 제직회 사무를 집행한다.

제153조 (제직회의 직무 한계)
제직회는 헌법이 허용한 직무의 범위를 넘어 공동의회나 당회의 고유 직무를 침범하는 어떠한 결의

도 할 수 없다. 단, 위임받은 안건은 의결 처리할 수 있다.

제154조 (연합 당회)
한 지역 안에 2개 이상의 당회가 있으면 교회 공동사업의 편리를 위하여 연합 당회를 조직할 수 있

으며, 그 회원은 각 당회원 전원으로 하되 치리권은 없다.

제155조 (연합 제직회)
한 지역 안에 2개 이상의 개체 교회 제직회가 그 지역의 합동재정, 전도사업, 교회교육 등 교회 발

전을 위한 공동사업을 위하여 연합 제직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회원은 이 회에 가입한 모든 개체 
교회의 제직회장과 각 제직회에서 파송한 총대로 한다.

제156조 (노회·총회 소속 기관)
각 노회와 총회는 회의 발전을 위하여 산하에 소속회 또는 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관할한다.
1. 소속회 및 기관을 조직하고자 하면 그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소속회 및 기관의 정관, 회칙, 임원선정, 사업계획 등은 그 치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소속회 및 기관은 그 목회자의 감독 하에 교육, 선교, 구제 등 교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하며, 재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57조 (교회 소속회와 소속 기관)
1. 교회 소속회는 당회에서 임명하는 직할 조직체를 뜻하며, 소속기관의 운영은 목회자의 감독 하에 

있는 부속기관을 뜻한다.
2. 당회는 소속기관 및 임의단체가 목회자의 감독을 받지 않거나 정당한 지도를 거부할 때는 그 대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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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권고하고 그 권고도 듣지 않으면 그 기관 또는 그 단체에 대하여 법적 조치와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14장 선교 및 교단(단체) 교류
제158조 (목적)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교회에 복음을 전하도록 명하셨으므로 교회는 선교
에 주력하여야 하며, 또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와 연합하신 것처럼 성도간
의 교제를 부탁하셨기에 총회는 개혁주의교회와의 연합과 협력에 주력하도록 한다.

제159조 (총회 파송 선교사)
총회는 복음 전파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교회를 설립하며 의료, 

교육 등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복음을 전한다.
1. 총회 파송 선교사는 목회자 혹은 전문인 중에서 선발한다.
2. 총회 파송 선교사는 총회가 정하는 특수 지역에서 사역하는 교포선교사도 포함한다.
3. 총회 파송 선교사는 총회 선교부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총회 선교부는 선교비 조달의 책임을 진

다.
4. 선교사의 교적은 파송 받을 때의 소속 노회 또는 파송하는 기관의 소속 노회에 둔다.

제160조 (미국 주재 선교사)
1. 외국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미국 내에서 선교하고자 하면 본국교회의 파견증서를 총회에 제

출하고, 총회는 그에게 소정의 과정을 거치게 한 다음 해당 노회 또는 기관에서 사역하게 한다.
2. 미국 주재 선교사는 선교할 때 해당 노회 또는 기관과 협의하여 사역하여야 한다.

제161조 (자매교회 관계)
본 교단과 신학 및 생활이 일치하는 외국교회와는 자매관계를 체결하여 친선을 도모하며 협력한다. 

본 교단과 자매 관계를 가진 교회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에서 본 교단 정신으로 조직된 총회
   1) 한국 총회
   2) 대양주 총회
   3) 유럽 총회
2. 자매교회 관계 대상 외국 교단
   1) 화란 자유개혁교회(The Reformed Churches in Netherlands)
   2) 호주 자유개혁교회(The Free Reformed Churches of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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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남아공 개혁교회(The Reformed Churches in South Africa)

제162조 (우호 관계)
본 교단의 신학과 생활에 동의하고 친선을 도모하기 원하는 교단과는 우호 관계를 체결하고 협력한

다(114조). 본 교단과 우호 관계를 가질 교단은 다음과 같다.
1.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
2. 미국 정통장로교회(The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3. 일본 기독개혁파교회( The Reformed Church in Japan)
4. 남아공 자유개혁교회(The Free Reformed Churches in South)
5. 미국 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제163조 (외국 교회 단체와의 협력 관계)
총회는 본 교단의 신학과 생활에 모순되지 않는 외국교회단체에 가입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이

바지하며 협력한다. 본 교단과 협력 관계를 가질 외국 교회 단체는 다음과 같다.
.북미장로교 및 개혁주의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 

)(NAPARC)
·국제개혁주의교회 협의회(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Reformed Chu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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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재산
제164조 (재산의 구분)

개체 교회, 노회 및 총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부동산과 그 회의 결의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제1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165조 (개체 교회의 재산)
개체 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그 개체 교회 운영에 사용한다.
1. 개체 교회가 조성한 재산.
2. 개체 교회 산하기관과 단체의 재산.
3. 기타 교회가 기증받은 재산.

제166조 (노회의 재산)
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노회 운영에 사용한다.
1. 노회가 조성한 재산.
2. 개체 교회가 신탁한 재산.
3. 노회 산하 기관과 단체의 재산.
4. 기타 노회가 기증받은 재산.

제167조 (총회의 재산)
총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총회 운영에 사용한다.
1. 총회가 조성한 재산.
2. 노회나 개체 교회가 신탁한 재산.
3. 총회 산하 기관과 단체의 재산.
4. 기타 총회가 기증받은 재산.

제168조 (재산의 보존과 관리)
1. 개체 교회, 노회 및 총회 기본재산 중 부동산은 재미 한인 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은 개체 교회의 부동산은 그 개체 교회 명
의로 보존할 수 있으나 총회 유지재단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기본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담보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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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체 교회는 순차에 따라 당회와 공동의회에서 결의하고, 노회와 총회는 정기회에서 결의한다.
   (2) 총회유지재단에 편입된 재산은 위 제1항의 결의 후, 주 정부에 제출된 개교회의 정관대로     

       시행한다.
   (3) 개체 교회, 노회 및 총회가 총회유지재단에 신탁한 재산은 유지재단 이사회가 선히 관리하여

야 하며, 신탁된 재산에 대하여 신탁주의 청원 없이는 어떠한 처분결의도 할 수 없다.
   (4) 개체 교회가 총회유지재단에 신탁한 재산은 그 교회 당회로 관리하게 한다.
   (5) 개체 교회에서 기본재산은 당회가 관리하고, 보통재산은 제직회가 관리하되 부동산은 개체 교

회 명의로 등기한다.
   (6) 개체 교회의 재산은 교인에게 지분권이 없는 재산이므로 그 교회를 이탈하는 자는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한다.

제169조 (재산 권리의 제한)
1. 교인은 교회의 재산에 대하여 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노회나 총회의 유지재단이 수탁한 재산에 대하여 신탁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소속노회를 이탈할 경우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3. 본 장로회의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는 자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한할 수 있다.

제170조 (기본재산의 처분)
기본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결의는 다음 원칙에 의한다.
1. 개체 교회는 당회에서 3분의 2이상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이상의 결의.
2. 노회와 총회는 3분의 2이상의 결의.

제171조 (미조직교회의 재산 관리)
미조직교회에서 총회유지재단에 신탁한 재산과 기본재산은 당회가 조직될 때까지 제직회가 관리한다.

제172조 (회계연도) 개체 교회, 노회 및 총회의 회계연도는 다음과 같다.
1. 개체 교회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그 교회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

다.
2. 노회 : 임원을 선임하는 정기노회의 회집 익일부터 동일한 정기노회의 차기회집 당일까지.
3. 총회 : 총회 회집 익일부터 차기 총회 회집 당일까지.

제173조 (경상비 관리)
1. 추가경정예산 : 개체 교회의 회계는 공동의회에서 통과한 예산범위 안에서 집행하되, 예산에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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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교회의 예산편성 절차에 준하는 과정을 거쳐 제직회의 결의를 얻어 
집행한다.

2. 예산과목 외의 지출 :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예산 항목에 없는 지출은 당회의 제안으로 제직회 결
의에 의하여 지출할 수 있다.

3. 현금 보관과 증빙서 :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출에는 증빙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단, 개
체 교회 제직회가 현금보관 한도액을 정했을 경우 회계는 이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 예비비 : 세출예산에는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액의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5. 회계보고 : 개체 교회의 회계는 정기제직회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세계(歲計)잉여금 처리 : 매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

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그 회 또는 개체 교회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74조 (감사)
개체 교회, 노회 및 총회는 1년에 1차 이상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회계책

임자는 각종 재무자료를 성실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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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각종 고시
제175조 (목사 고시)

목사 고시 청원자는 소속노회의 규칙에 따라 목사 고시 청원서를 제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에 응
시한다.

1. 제출 서류 : 목사 고시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2. 목사 고시 청원서, 강도사 자격증(사본) 또는 자격증명서, 이력서, 당회장 추천서 및 고과표
2. 응시 과목
   (1) 당일 응시과목 : ①교회 정치, ②권징조례, ③예배지침, ④목회학, ⑤설교
   (2) 구두시험 : 필기고사에 합격한 자에게 성경과 신학과 성직을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구두로 

고시하고, 이 외에도 노회는 공석에서 만족하다고 인정되기까지 다른 방법으로 
고시할 수 있다.

제176조 (장로 고시)
장로고시 청원자는 소속노회의 규칙에 따라 장로고시 청원서를 제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에 응시

한다.
1. 필기고사 : 성경, 소교리문답, 교회정치, 예배지침, 권징조례, 기타(소속 노회가 정한 과목).
2. 구두시험 : 필기고사에 합격한 자에게 구두로 고시한다.

제177조 (강도사 고시)
강도사 고시 청원자는 총회신학위원회의 시행세칙에 따라 강도사 고시 청원서를 제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에 응시한다.
1. 제출서류 : 강도사 고시 청원서, 4년제 대학교 졸업 증명서,신학대학원 졸업 증명서(M.Div.), 
신학대학원 성적 증명서, 이력서, 당회장 평가서, 노회장 추천서, 강도사 소집 교육 수료증.
2. 고시과목 : (1) 제출 과목 :논문, 주해, 설교 원문.
             (2) 당일 응시 과목: 성경, 교의학, 교회사(교단사), 설교, 구두 시험.
                 단, 한국 총회에서 이명한 강도사는 논문, 주해, 설교, 미국 장로교회사.
3. 고시는 매년 10월 정기 총회 이전에 실시한다.

제 178조 (전도사 고시)
전도사 고시 청원자는 소속노회의 규칙에 따라 전도사 고시 청원서를 제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에 

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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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서류 : 전도사고시 청원서, 이력서, 당회장 추천서
2. 고시과목 : 성경, 소교리문답, 교회정치, 교단사, 면접 등

제179조 (집사와 권사의 고시)
집사 또는 권사의 고시는 장로고시 절차에 준하여 그 당회의 정한 바에 따라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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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장 헌법 개정
제180조 (헌법 개정의 제안)

헌법 개정은 총회산하의 노회 과반수 또는 총회의 발의(發議)로 제안된다.

제181조 (헌법 개정위원회 설치)
1. 헌법개정안이 제안되면 총회는 9인 이내의 헌법개정위원으로 구성된 헌법개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구 검토한다.
2. 전항의 헌법개정위원은 목사 7인, 장로 2인으로 하고 총회에서 다수결 선출하고, 개정위원은 한 

노회에서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82조 (헌법 개정의 절차와 수의 방법)
1. 헌법개정위원회는 헌법개정안이 제안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헌법개정안을 성안(成案)하여야 

하고, 바로 그 다음 총회 시 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총회에서는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한다.
3. 헌법수의 : 총회는 전항에 의하여 결의된 성안을 각 노회에 보내어 수의하게 한다.

제183조 (헌법 개정의 기준)
1. 교리표준 : 신앙고백,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 총회는 그 의견을 제출하고, 

각 노회에 수의하여 노회 중 3분의 2와 전 투표수 3분의 2의 가표를 얻고, 그 다음 총회가 채택함으
로 개정된다. 각 노회 서기는 투표의 가부수를 총회 서기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2. 관리표준 : 교회정치, 권징조례, 예배지침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 총회는 각 노회에 수의(垂議)하
여 당해 10월 전 노회 과반수와 전 노회원의 투표수 과반수 이상의 가표를 얻은 후에 개정할 것이며, 
노회 서기는 투표의 가부수를 총회 서기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총회장은 그 결과를 공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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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장 부칙
제1조 (헌법적 규칙)

본 헌법 관리표준(교회정치, 권징조례, 예배지침)의 각 조항 중에서 조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보충과 시행상 필요한 규정은 헌법적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 (헌법적 규칙 변경)
본 헌법적 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

어야 한다.

제3조 (헌법 시행)
본 헌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권징 조례



제1장 총칙(總則)

제1조 (권징의 의의)
권징은 예수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그의 설립하신 법제도를 시행하며 교인, 직

원 및 각급 치리회를 권고하는 것이다.

제2조 (권징의 목적)
권징의 목적은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옹호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의 정결

과 덕을 세우며 범죄자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데 있다.
1. 이상 목적을 성취하려면 지혜롭게 하며, 신중히 처리할 것이다.
2. 각 치리회는 권징 할 때에 그 범행의 관계와 정형의 경중(輕重)을 상고(相考)하되 사건은 같으

나 정형이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 달리 처리할 것도 있다

제3조 (권징의 성격)
권징은 세례이상의 교인과 직원의 범죄(폭언, 성회모욕, 폭행, 명예훼손, 불온유인물, 기물파괴, 예

배방해 등 포함)와 치리회가 재판하여 유죄할 때에 시벌하는 행위이다.

제4조 (권징의 대상)
권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교회에 세례교인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2. 교회의 직원
3. 총회를 제외한 각급 치리회

제5조 (권징의 범위)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죄과(罪過)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

를 거쳐 시벌한다.
1. 성경에 위배된 치리회의 결정과 교인, 직원 또는 치리회의 위법사건
2. 타인으로 범죄 하게 한 일
3. 성경을 기초해서 교회가 정한 교리, 법규 또는 관례에 위배된 일
4.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한 일
5. 예배를 방해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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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7.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8. 온라인(인터넷, 핸드폰, 팩스)과 사이버 공간에 비진리적이거나 불순한 자료를 게시하거나, 교회

의 건덕과 개인의 신상을 해치는 자료를 유포하는 행위
9.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10.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양심범의 경우는 제외

됨)
11.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현장 법죄행위
12. 치리회 석상에서 폭언, 폭행, 기물파괴 등 현장범죄행위
13. 사건 담당직원(재판국원, 기소위원)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제6조 (재판건과 행정건)
교인과 직원과 치리회에 대하여 범죄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건이 되고 기타는 행정건이 된다.

제7조 (교인의 자녀 관리)
1. 보이는 교회 내에서 출생한 모든 자녀들은 교인이다.
2. 자녀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교회의 보호 아래 두어 정치와 권징에 복종하도록 양육 하여야 한다.
3. 자녀가 성장하면 교회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시벌의 원칙)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2. 재판을 받지 않고는 시벌 할 수 없다. 단, 재판국 석상에서 범한 제5조 제11항의 현장범죄에 대

하여는 재판절차 없이 재판국(치리회)은 즉시 가중 처벌 할 수 있다.
3. 서기는 처리한 전말을 회의록에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4. 재판은 3심제로 하며 제1심은 당회인 치리회에서, 제2심은 노회상설 재판국에서, 제3심은 총회

상설 재판국에서 관장한다.
5. 재판은 고소(고발)장이 재판국에 접수된 후 6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6. 재판은 성경과 헌법 또는 헌법적 규칙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9조 (본인의 자복)
1. 범죄한 사실을 치리회에 자복할 때에 치리회는 그 내용을 청취 확인한 후 즉시 처결할 수 있다.
2.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자복할 때 범죄사건이나 도리에 대한 오인이 아닌 줄로 확인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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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임시로 허락하고 그 사실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 (이탈한 직원과 교인의 처리)
1. 범죄 한 일은 없어도 교회의 직원이나 교인이 임의로 관할을 배척하거나, 교회를 설립 하거나, 

이명서 없이 다른 교단에 가입하면, 치리회는 두세 번 권면해 본 후 불응하면 그 이름을 명부에서 삭
제한다.

2. 위의 직원이나 교인에 대한 소송사건이 있으면 재판할 수 있다.
3. 교회의 직원이나 교인이 총회가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단에 가입하거나 교리를 신봉하면 정상에 

따라 정직, 면직, 또는 출교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시벌의 종류와 내용)
1. 시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 상당한 과실이 있어 엄히 책망하고, 회개하여 스스로 시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2) 근신 :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죄과를 반성(반성문 제출)하고, 말이나 행동을 

삼가 하게 한다.
   (3) 시무 정지 :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모든 시무를 정지하되 강도권(講道權)은 예외로 한다.
   (4) 정직 : 맡은 직분을 정직시키되, 범죄의 경중, 또는 그 동기 및 영향 등을 참작하여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 수찬
정지를 겸하여 과할 수 있다.

   (5) 면직 : 맡은 직분을 박탈하며 수찬정지를 겸하여 과할 수 있다.
   (6) 수찬 정지 :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죄가 중대하여 교회와 주의 성호(聖號)에 

욕이 되게 한 자에게 과하는 시벌로서. 6개월 이상 수찬을 정지한다.
   (7) 출교 : 불신자와 같이 인정하여 교인명부에서 제명하고 교회에 출석을 금지하는 것으로 끝 

까지 회개하지 않는 중범죄자나 이단에 가입하여 돌아오지 아니한 자에게 과하는 시벌이 다.

2. 시벌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입교인이 범죄 하였을 때의 시벌은 ①견책 ②근신 ③수찬정지 ④출교 등이다.
   (2) 직원(항존 및 임시직원)에게 과하는 시벌은 ①견책 ②근신 ③시무정지 ④정직 ⑤면직 ⑥수

찬정지 ⑦출교 등이다. 단, 정직을 당한지 2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치리회의 결의로 면직 할 수 있다.

   (3) 치리회의 시벌에 과하는 벌
      치리회가 범죄 했거나 과오를 범했을 때 과하는 시벌은 결정취소, 결의 무효, 상회 총대 파송 

정지, 치리회 해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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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행정건으로 내리는 시벌은 다음과 같다.
       ① 치리회의 결의를 교정한다.
       ② 결의를 무효 혹은 취소한다.
       ③ 회원권 및 상회의 총대권을 정지한다.
       ④ 무흠에 해당되지 않는 견책. 근신. 시무정지이다.
   (5) 행정건의 처리 기준
       치리회는 행정건을 처리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관계 자료

와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신속 공정하게 처리한다.



- 195 -

제2장 재판국에 관한 규례
제1절 통칙

제12조 (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 관할) (제17조)
1. 당회 재판국은 필요시에 당회에, 노회 재판국과 총회 재판국은 상설로 노회와 총회에 각각 설치한

다.
2. 목사외의 모든 직원과 교인에 관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당회 재판국에 속하되 차서를 따라 

노회와 총회에 항(상)소할 수 있다)
3.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 사건의 재판 

관할은 노회 재판국에 속하되 총회 재판국에 상소할 수 있다.
4. 상회가 하회에 명한 일에 대해서 하회가 불순종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회가 직접 

처결할 수 있다.
5. 폐쇄된 교회의 계류 중인 재판건은 소관노회가 처리하여야 하며, 폐지된 노회의 계류 중인 재판

건은 병합노회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재판국원의 제척(除斥), 기피(忌避), 회피(回避))
1. 재판국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제외된다.
   ① 국원이 피해자인 경우.
   ② 국원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③ 국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이 된 경우.
2. 당사자(기소위원장, 피고인)는 전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국원이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원의 기피를 재판국에 신청할 수 있다.
3. 이 경우에 재판국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피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각 결정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며, 기피사유가 정당할 때에는 당해 국원을 당해 사건의 심리 판결에서 배제시키고 재
판을 진행한다.

4. 기피신청인은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차상급 재판국에 불복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복 신청서를 받은 재판국은 불복 신청
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용여부를 결정하여 확정된 결정서를 신청인과 당해 재판국에 통보
하여야 한다.

5. 국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당해 사건의 심리·판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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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羈束力)
상급 재판국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제2절 당회 재판국

제15조 (구성)
당회재판국은 당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3인 내지 5인(당회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당

회결의로 기소위원을 제외한 당회원 전원이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

제16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1. 재판국에 임원으로 국장과 서기를 두며, 국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는 장로 중에서 국원의 호선

(互選)으로 선임한다.
2. 재판국장은 재판을 진행하며, 재판국의 재판사무를 지휘 감독 한다. 서기는 재판의 진행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고, 재판국의 재판사무를 관장한다.

제17조 (의결 방법)
재판국 회의는 재판국원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재판 사항)
당회 재판국은 목사외의 모든 직원과 교인에 관한 소송사건을 심판한다.

제3절 노회 재판국

제19조 (구성)
1. 노회 재판국은 본 노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5인(목사 4인, 장로 1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재판

국원은 동일한 교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된다.
2. 재판국원 5인은 총대 중 교회법에 상당한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목사는 임직 10년 이상 장로는 

임직 7년 이상 된 자 중에서 공천위원회의 공천으로 선임 한다.

제20조 (국원의 임기 및 보선)
1.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매년 노회에서 3분의 1을 개선한다.
2. 재판국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노회 공천위원회가 보선한다. 단 보선된 국원의 임기는 전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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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1. 재판국에 임원으로 국장과 서기 및 회계를 두며, 임원은 국원 중에서 매년 선택 한다.
2. 재판국장은 재판을 진행하며, 재판국의 재판사무를 지휘 감독한다. 서기는 재판의 진행사항을 회

의록으로 작성 보관하고, 재판국의 재판사무를 관장하며, 회계는 재판국의 회계업무를 관장한다.

제22조 (의결 방법)
1. 재판국 회의는 재판국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하되 목사가 과반수라야 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재판국 서기는 재판사건의 진행 전말과 판결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하고 국장과 서기는 그 기록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등본 날인하여 노회 서기에게 한 통을 제출하고 판결문을 원고와 피고
에게 한 통씩 교부하여야 한다.

3. 재판국은 그 판결 사건을 본 노회 서기에게 직접 보고할 것이며, 본 노회 서기는 그 기록과 본 
회 회의록을 모두 상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재판국이 본 노회 회무 중에 위탁받은 안건을 판결하였으면 그 판결을 즉시 보고 하여 본 노회
가 채택하면 그 판결은 노회의 판결로 인정된다.

5. 노회 회무 중에 노회가 재판국의 보고를 채용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할 때는 그 안건 전부를 
재판 규칙대로 직접 심리 처결할 수 있다.

6. 본 노회가 폐회 한 후 재판국에서 재판한 사건은 공포한 때로부터 본 노회의 판결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본 노회에 보고, 채택함으로 확정된다.

제23조 (재판 사항)
노회 재판국은 다음의 사건을 재판한다.
1. 노회에서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할 수 있다.
2. 당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3.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대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 사건.
4. 헌법이 정하는 행정 소원 사건.
5. 당회장이 청원한 위탁판결 사건.
6. 당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7. 총회 재판국이 지시한 사건.

제4절 총회 재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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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구성)
1. 총회 재판국은 총회에서 총대 중 재판국원 7인(목사 5인, 장로 2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재판국

원은 동일한 노회 파송총대 중 2인에 한하여 선임된다.
2. 재판국원은 교회법에 상당한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목사는 임직 15년 이상 장로는 임직 10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공천위원회의 공천으로 선임한다.

제25조 (특별 재판국)
총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 재판국을 둘 수 있고, 국원 수는 7인(목사 5.장로 2)으로 총회에서 공천

위원회의 복수로 추천하여 투표로 선정하며 그 임기는 위임사건 종결 시까지로 하고 그 운영은 상설 
재판국 규칙을 따라야 한다.

제26조 상설 재판국(국원의 임기 및 보선)
1. 국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총회에서 3분의 1을 개선한다.
2. 총회기간에 재판국에 결원이 발생하면 총회 공천위원회가 보선하고 폐회 후에 결원이 발생하면 

총회 임원회가 보선한다. 다만, 보선된 국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기가 만료된 국원은 연임하지 못하나 중임은 할 수 있다.

제27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1. 재판국에 임원으로 국장과 서기 및 회계를 두며, 임원은 국원 중에서 매년 선택한다.
2. 재판국장은 재판을 진행하며, 재판국의 재판사무를 지휘 감독한다. 서기는 재판의 진행사항을 회

의록으로 작성 보관하고, 재판국의 재판사무를 관장하며, 회계는 재판국의 회계업무를 관장한다.

제28조 (의결 방법)
1. 재판국 회의는 재판국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하되 목사가 과반수라야 하고 출석 국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 재판국 서기는 재판사건의 전말을 기록하고 국장과 서기가 서명 날인하여, 그 등본 을 총회 

서기와 원고 피고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총회 서기는 접수한 등본을 본 회의록과 동일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4.총회 재판국에서 재판한 사건은 공포한 때로부터 본 총회의 판결로서 그 효력을 발생하고, 본 총

회에 보고, 채택함으로 확정된다.

제29조 (재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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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재판국은 다음의 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1. 노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및 이의(불복)신청 사건
2. 헌법이 정하는 소원(행정)사건
3. 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4. 기타 총회 재판국의 권한에 속한 사항
5. 총회는 재판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 단 폐회 후에 발생한 긴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총회임원회의 결의로 위탁받은 사건을 심리 
판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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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송에 관한 규례
제1절 통칙

제30조 (재판 개정을 요하는 소송)
재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정한다.
1. 확실한 범죄사건으로 고소 고발이 있을 때.
2. 권징할 필요가 있어 재판을 할 필요가 있을 때.
3. 범죄의 충분한 증거가 있어 재판을 할 필요가 있을 때.
4. 피해를 입고 소송을 제기한 자가 마태18:15-17 대로 권고해 보아도 효과가 없었다는 진술을 들

은 치리회가 피차 화해하도록 권유해도 불응할 때.

제31조 (소송 당사자)
1. 당사자라 함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으로서, 기소권자 및 피고인이 될 수 있

는 자격을 말한다.
2. 권징재판에 있어서 기소권자는 각 치리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회 위원장(이하 기소위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기소위원회는 피고소인에 대한 죄과를 조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3. 소송 제기자와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 각급 치리회와 그 외에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원

고가 된다.
4. 권징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은 고소인(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를 당하여 죄과를 범한 혐의로 

기소위원회에 의하여 재판국에 기소된 자이다.

제32조 (자의(自意) 소송)
기소인이 치리회에서 선정한 위원이 아니고 자의로 소송에 참가한 자이면 개심 전에 치리회에서 소

송자에게 "송사가 허망하거나 악의 또는 경솔함이 드러나면 처벌한다"라고 경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삼가야 할 소송)
소송서류를 접수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1. 평소에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이 있는 자의 경우.
2. 성격이 불량한 자의 소송.
3. 벌 아래 있거나 재판이 계류 중에 있는 자의 소송.
4. 피고인의 처벌로 이익을 얻게 되는 자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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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송하기를 좋아하는 성질을 가진 자의 소송.
6. 지각이 부족한 자와 미성년자의 소송.

제34조 (재판 비용의 예납)
1. 고소인(고발인), 항소인, 상고인, 이의(불복)신청인, 재심청구인, 총회위탁판결 청원인, 소원(행

정)인이나 치리회는 재판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단 당회 재판국은 예외로 한다.
2. 재판비용의 예납절차와 비용의 액수는 헌법적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 (변론)
1. 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재판국에서 변론한다.
2.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를 받을 수 있다.
3. 변호인의 선임의 경우 의뢰인은 심급마다 변호인 선임서를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변호인의 선임)
1. 원고인과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변호인은 법률 및 교회법에 관한 식견이 있는 본 교단의 목사 장로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3. 변호인은 안건을 축조 가결하는 일에 참여할 수 없다.
4.치리회가 원고가 되어(기소위원을 선정하여) 재판한 건이 상소되었을 때는 기소위원 또는 상회에

서 선정한 협조위원이 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
5.변호인은 여비(실비)외에 변호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제37조 (당사자 일방의 불출석)
기소위원장 또는 피고인이 변론기일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또는 출석하여도 변론을 하

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출한 기소장,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에 기재 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
석한 상대방에 대하여 변론을 명할 수 있다.

제38조 (판결 선고 기간)
판결의 선고는 기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당회재판국은 30일 이내에, 노회재판국은 60일 이내에 하여

야 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 (재판서의 기재 사항)
1. 재판서에는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 직분,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 202 -

2. 재판서에는 재판에 참여한 기소위원장 또는 기소위원의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
다.

3. 재판서에는 재판국 국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40조 (판결의 확정)
1. 당회, 노회의 재판 판결은 상소기간이 지나면 확정된다.
2.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제41조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1.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

의 송달로 한다.
2.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국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다.

제42조 (재판 송달의 기일)
재판서의 등본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3조 (판결의 정정)
1. 재판국은 판결의 내용에 오산, 오기 기타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결정을 할 수 있다.
2. 전항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재판국은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 야 한다.

제44조 (재판서의 등본·초본의 청구)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부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 의 등본 및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45조 (재판 조서의 작성)
1. 재판국은 재판 조서를 작성한다.
2. 재판조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①재판을 행한 일시와 재판국.
   ②재판국원, 기소위원, 피고인, 변호인의 성명.
   ③기소 사실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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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증거 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 서류, 증거물.
      ⑤변론의 요지.
      ⑥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⑦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3. 재판 조서에는 재판국장과 재판국 서기가 서명 날인한다.
   4. 재판 조서는 재판기일 후 20일 이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6조 (재판정에서의 속기·녹취)
1. 재판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 변호인, 기소위원장의 신청에 의해 

피고인, 증인 등에 대한 심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
하여 녹취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신청에 의한 속기나 녹취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기소 위원장은 
재판국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속기나 녹취를 한 때에는 신청인은 실비를 부담하고 속기록 또는 녹취록
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조 (송달의 원칙)
송달은 직권으로 하며, 송달을 받을 자에게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제48조 (기간의 계산)
1.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년으로 계산하

는 것은 초일(당일)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2. 기간의 만기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2절 고소 및 고발

제49조 (고소권자)
1.죄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2.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제50조 (고소 및 고발 기간)
고소 및 고발자는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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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고소의 취하)
1.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2. 고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제52조 (고발)
1. 누구든지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2. 치리회장과 임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다.

제53조 (고소 및 고발의 방식)
1. 고소 및 고발은 서면으로 소속 치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고소장 및 고발장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① 고소(고발)인 및 피고소(피고발)인의 주소 성명, 나이, 성별, 직분
3. 죄증 설명서에는, 범죄의 내용(범행일시 장소 상황 등)과 증거물(서증 물증) 증인들을 자세히 기

록하여야 한다.
4. 범죄의 사건별로 기록 하되 범죄 사건마다 죄증설명서를 각기 제출해야 한다.
5. 피해로 인해 고소하고자 하면 마태 18:15-17의 교훈대로 권고해 보았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한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사건을 동시에 고소할 수 있다

제54조 (서류 제출과 접수 처리 및 피고인의 소환)
1. 소송에 관한 서류는 사건마다 각각 두 통씩을 재판국 서기에게 제출한다.
2. 재판국장은 피고인을 소환할 때에는 소환장과 함께 소송에 관한 서류를 재판 개정 10일전에 통

지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죄과명, 출석일시, 장소를 기재하고 

재판국장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4. 전항의 전달은 그 전달한 증거(등기 우편 영수증 등)가 있어야 한다.

제55조 (고소 및 고발과 조치)
1. 치리회장이 고소(고발)장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위원회에 이첩하여야 한다.
2.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치리회장은 10일 이내에 피고소인(피고발인)에게도 제55조 4항에 의거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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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치리회의 기소)
1. 치리회는 고소자가 없는 분명한 범죄사건을 권징하기 위해 그 회원 중에서 필요한 수의 기소위

원을 선정한다.
2. 기소위원이 원고가 되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시종 원고로서 행사한다.
3. 훼방당한 교인이 치리회에 조사변명을 구할 때 그 치리회가 정당한 줄로 인정하면 위원을 내어 

조사한다.
4. 치리회는 그 위원회 회보를 접수한 후 회의록에 기록함으로 그 사건은 종결된다.

제57조 (당회 기소위원회의 구성)
1. 당회 기소위원회는 당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1인 내지 2인으로 구성한다.
2. 기소위원회에 2인 일 때는 임원으로 위원장과 서기를 두며, 임원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제58조 (노회 기소위원회의 구성)
1. 노회 기소위원회는 노회 공천위원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4인(목사 3인, 장로 1인)으로 구성 한

다. 단 재판국원과 동일한 교회 목사나 파송 총대장로가 아니어야 한다.
2. 기소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과 서기를 두며, 임원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제59조 (의결방법)
기소위원회의 회의는 기소위원 재적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불기소된 것으로 본다.

제60조 (피의자 심문)
1. 기소위원장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심문하고자할 때에는 10일전에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기소위원회는 피의자에 대하여 죄과(罪過)사실과 정상(情狀)에 관한 필요사항을 심문하여야 하

며 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절 기소(起訴)

제61조 (기소의 제기)
기소는 기소위원회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제62조 (기소 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1. 기소를 제기함에는 기소장을 관할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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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② 죄과명(罪過名).
   ③ 기소 사실(죄과의 사실).
   ④ 적용 규정.
3. 치리회장은 당회 또는 노회의 임원회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직권으

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

제63조 (기소의 취소)
1. 기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2. 기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64조 (고소 및 고발에 의한 사건의 처리)
기소위원회가 고소 및 고발에 의하여 죄과를 조사할 때에는 고소(고발)장을 치리회 장으로부터 송

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
우 30일의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제65조 (고소인 및 고발인에 결정 통지)
1. 기소위원회는 고소 및 고발 된 사건에 관하여 기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 하는 결정, 기소

의 취소를 한때에는 그 조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및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
지하여야 한다.

2. 기소위원회는 불기소의 결정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6조 (고소인 및 고발인에 기소 부제기 이유 통지)
기소위원회는 고소 및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죄과가 되지 않거나 증명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 기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고소인 및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
내에 고소인 및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 (항고 및 재항고)
1. 당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제66조의 규정에 의

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당회 기소위원회를 거쳐 서면으로 노회 재판국에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회기소위원회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시정할 수 있다. 단 기소
위원회가 거부하면 부전을 붙여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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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기소위원회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 한 경우에는 불기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를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은 항고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20일내에 노회기소위원회를 거쳐 서면으로 총회재판국에 재항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회기
소위원회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단 기소위원회가 거
부하면 부전을 붙여 제기 할 수 있다

4. 노회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 또는 불기소간주로 인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총회 재판국에 재
항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 1항내지 전 3항을 준용한다.

제68조 (재판국의 결정)
1. 항고서 또는 재항고서와 그 기록을 수리한 노회재판국 또는 총회재판국은 60일내에 다음의 구별

에 의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판국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①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기각한다.
   ②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기소를 명령한다.
2. 전항 제②호의 기소명령에 대하여는 이의(불복)신청 할 수 없다.
3. 해당 재판국이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정본을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 피의자와 관할 기소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절 재판에 관한 일반 규례

제69조 (기소장 부본의 송달)
재판국은 기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기소장의 부본을 제1회 재판기일 10일 전 까지 피

고인 및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0조 (재판 기일의 지정 및 변경)
1. 재판국장은 재판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2. 재판 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3. 재판 기일을 기소위원장,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재판국장은 직권 또는 기소위원장,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71조 (재판 연기)
재판기일에 원고나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재판연기 청원이 있었을 때 재판국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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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리한다.
1. 재판 연기를 가결한다.
2. 다음 개정 시일과 장소를 정한다.
3. 재판국장은 치리회 명칭과 국장, 서기의 날인한 소집통지서를 개정 10일 전에 원고, 피고 및 증

인 등 관계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4. 소환장은 등기 우편으로 전달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제72조 (불출석 사유 자료의 제출)
재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 (피고인 또는 기소위원의 불출석)
1. 피고인 또는 기소위원장(위임 시 기소위원)이 재판기일의 통지를 받고 제72조의 불출석 사유 자료

를 제출하지 않고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 출석 없이 궐석한 그대로 재판을 진행한다.
2. 피고가 부득이한 사연으로 정한 일에 출석 못하면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3.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만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출석 없이도 개정할 수 있다.

제74조 (당사자의 재판 기일전의 증거 제출)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기일 전에 해당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 (피고인의 무죄 추정)
피고인은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 한다.

제76조 (재판의 절차)
재판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재판국장이 재판 회집의 이유를 설명하고 정중히 처리하기를 선언한다.
2. 인정 심문(訊問)
1. 재판국장은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를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기소위원장의 기소 요지의 진술

 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으로 하여금 기소장(고소 및 고발)에 의하여 기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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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피고인 심문의 방식
   ① 기소위원장 또는 기소위원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대하여 기소 사실과 정상(情狀)에 관한 필 

요 사항을 직접 심문 할 수 있다.
   ② 재판국장 및 재판국원은 전항의 심문이 끝난 뒤에 심문할 수 있다.
6. 피해자의 진술권
   ① 재판국장은 죄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심문할 수 있다.
   ② 재판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7. 증거조사 및 증인 채택과 심문
원고인과 피고인의 증거조사 및 증인 신청이 있을 때 채택하고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하게 한 후 진

술하게 한다.
8. 재판국원만 모여 기소장(고소, 고발), 죄증 설명서의 각 조를 축조하여 가부 결정한다. 단, 범죄

의 정상을 참작해서 벌을 다르게 할 수 있다.
9. 재판 결정을 회의록에 자세히 기록한다.
10. 상소가 있으면 그 이유도 회의록에 명백히 기록한다.
11. 회의록을 채용하고 서기가 서명 날인함으로 재판회의 기록이 된다.
12. 상소된 안건이면 판결한 후 그 결과를 하회에 통보한다.(제18조)

제77조 (기소장의 변경)
1. 기소위원장은 재판국의 허가를 얻어 기소장에 기재한 기소 사실 또는 적용 규정의 추가 철회 또

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판국은 기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허가
할 수 있다.

2. 재판국은 기소 사실 또는 적용 규정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
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78조 (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
재판국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심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79조 (시벌의 선고)
재판국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죄과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시벌(유죄)을 선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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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시벌 판결에 명시될 이유)
시벌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죄과가 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1조 (상소에 대한 고지)
시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재판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82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죄과로 되지 아니하거나 죄과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제83조 (기소 기각의 판결)
다음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기소 기각의 선고를 할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기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기소가 제기되었을 때.
3. 고소가 취하되었을 때.
4. 피해자가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제84조 (기소 기각의 결정)
다음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기소가 취소되었을 때.
2. 치리회장이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소 의뢰를 취소하였을 때.
3. 피고인이 사망 한 때.

제85조 (피고인의 이의서 제출)
피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재판회가 합법적 집회가 아닌 경우.
2. 고소장이나 죄증설명서에 헌법 적용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3. 기타 정당한 이의가 있는 경우.

제86조 (피고인의 이의 처리)
피고의 이의가 정당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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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법적 재판의 개정을 위한 연기
2. 소송 이의서 기각
3. 고소장이나 죄증 설명서의 정정 지시

제87조 (재판 과정의 쟁론)
1. 재판 과정에서 규칙이나 증거에 대하여 회원 간에 쟁론이 발생하면 국장은 쌍방의 주장을 들은 

후 직권으로 시비를 결정한다.
2. 국원은 국장의 결정에 불복 항의할 수 있다.
3. 국장은 최종 합의가 된 안건을 즉시 가부 결정한다.
4. 그 결정한 것은 회의록에 기재한다.

제88조 (국원의 회원 결의권)
1. 재판국은 휴회, 정회를 불문하고 속회시마다 회원을 호명하고 결석회원의 이름은 회의록에 기록

한다.
2. 재판 과정에 시종 참석하지 아니한 회원은 결의권이 없다.
3. 치리회 상호간의 소송사건은 상급 치리회의 재판과정에서 그 치리회의 결의로 원고인과 피고인

의 언권 또는 투표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재판국원이 소속한 치리회의 재판사건을 다룰 때 해당 국원은 재판에 참석할 수 없다.

제89조 (피의자)
치리회는 건덕을 위해 재판이 귀결될 때까지 피의자를 정직 또는 수찬정지 시킬 수 있으나 이런 경

우에는 그 안건을 속히 판결함이 옳다.

제90조 (비공개 회의)
재판국은 상황에 따라 회원 3분의 1 이상의 결의로 비공개회의를 열 수 있다.

제91조 (화해의 종용(慫慂))
재판국장은 판결 전에 당사자에게 화해를 종용할 수 있다.

제5절 직원에 관한 재판 규례

제92조 (목사에 관한 재판 규례)
1. 복음의 명예와 발전은 목사의 명성에 관계되므로 노회는 소속 목사의 개인적 행위나 직무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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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
2. 목사라고 편호하거나 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공정하게 판결하여야 한다.
3. 목사에 대하여 사소한 일로 소송하는 것을 경솔히 접수하지 말아야 한다.
4. 목사가 다른 지역 노회에서 범죄 했을 때 그 지역 노회가 범죄사건을 당연히 그 목사의 소속노

회에 통보하여 시벌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목사의 권징은 그의 소속노회가 집행함이 원칙이나 목사의 소재 사정을 따라 그 지역노회에 위

탁할 수 있다.
6. 면직으로 평교인이 된 목사는 그가 원하는 교회에 교인의 이명서를 보내어 그 교회에 속하게 하

고, 면직 외의 벌을 해벌할 때는 시벌한 노회의 결의에 의하여 소속 당회가 해벌하여야 한다.
7. 면직된 목사를 복직 시키고자 할 때는 소속했던 노회가 권징조례의 절차대로 하되, 임직식은 하

고 안수는 하지 않는다.
8. 위임목사를 정직시킬 때는 그 담임을 해제할 수 있으나 상소하게 되면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

제93조 (장로와 집사 및 기타 직원의 재판 규례)
목사에 관한 규례에 준한다.

제6절 증거 조사 규례

제94조 (증인의 자격)
증인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자.
2.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확신하는 자.
3. 선서의 책임을 이해하는 자.
4. 원고나 피고가 수락하는 자.
5. 치리회가 증인으로 채택한 자.

제95조 (증인의 결격 사유)
증인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피고의 친척.
2. 소송 판결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
3. 연령이 어린 자.
4.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판별력이 부족한 자.
5. 품행이 악하거나 사나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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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벌 하에 있는 자.
7. 성질이 조급하고 판별력이 부족한 자.

제96조 (증인의 의무)
1. 재판국장은 사건에 관계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증인으로 심문할 수 있다
2. 재판국장에 의해 증인으로 소환된 당사자는 출두하여 증인 심문에 응해야 한다.
3. 증인으로 채택된 자가 소환에 불응하면 처벌한다.
4. 증인으로 출두한 자가 증언하기를 불응하면 처벌한다.

제97조 (증거 제출 방법)
증거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구두로 직접 제시한다.
2. 서면 혹은 인쇄한 문서로 제출한다.
3. 녹음테이프나 사진으로 제출한다.
4. 타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5. 기타 믿을 만한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98조 (증인 신문(訊問)의 방식)
증인 신문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재판국장이 증인을 다음과 같이 선서하게 한다.
1. "본인은 전지하사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소송사건의 증인이 되었으니 후

일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문답함같이 사실대로 말하며 바른대로 말하
며 있는 대로 말하며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지 아니하기로 선서합니다."

2. 재판국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한다.
3. 증인이 16세 미만인 자,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인 경우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할 수 있다.
4. 증인이 사실과 다르게 위증을 할 때에는 절차에 따라 책벌을 받을 수 있다.
5. 증인 신문의 순서는,
   (1) 국장이 신문한다.
   (2) 증인을 신청한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문한다.
   (3) 증인을 세운 편이 신문한다.
   (4) 재판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전 (2)항의 심문 순서를 변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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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재판국 국원이 신문한다.
6. 증인 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나 하나 다만 필요할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

고인과 대질 심문도 한다.
7. 심문상의 주의 사항
   (1) 사건에 무관한 말이나 농담은 금한다.
   (2) 증인을 세운 자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증인에게 유도 심문을 할 수 없다.

제99조 (증거의 관리)
1. 증인 심문의 내용은 녹음하거나 정밀히 기록하여 증인의 확인 날인을 받는다.
2. 이 기록은 상회나 다른 치리회에서도 사용할 증거가 된다.

제100조 (증거 조사위원)
원고와 피고가 다 같이 증거 조사위원을 청원할 경우 재판국은 아래와 같이 목사와 장로 몇 명을 

증거 조사위원으로 선정한다.
1. 증거 조사위원은 본 교단에 속한 목사와 장로라야 한다.
2. 증거 조사위원은 사건에 관계자들(원고, 피고, 증인들)을 정한 장소와 시일에 출석시켜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이 연서 날인한 후 재판국(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3. 그 재판국은 증거 조사위원의 보고서를 심사한 후 참작하되 채용 여부는 회에서 결정한다.

제101조 (증거 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102조 (자유 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국원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제103조 (증거 능력 있는 서류)
다음의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가족 등록부, 운전면허증, 아이디카드, 여권
2. 국가 법원의 확정 판결서 사본.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제104조 (증거 조사의 방식)
1. 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거물이 서류인 때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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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를 알려준다.
2.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 감정인 등의 심

문을 신청할 수 있다.
3. 재판국은 전항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5조 (증거 조사 후의 기소위원장 및 피고인의 의견 진술)
1. 피고인 심문과 증거 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기소위원장은 사실과 규정 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

술한다. 다만, 기소위원장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기소
위원장의 의견진술이 된 것으로 본다.

2. 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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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하회가 처리한 사건을 상회가 취급하는 규례
제1절 통칙

제106조 (상소(上訴))
1. 하회에서 판결한 재판사건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한 자가 취소 또는 변경을 그 상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상소라 한다.
2. 원고, 피고를 불문하고 상소한 자는 상소인, 상소 당한 자는 피상소인이라고 한다.
3. 상소가 되면 피상소자인 하회 회원은 이의, 항의, 의견서를 그 상회에 제출할 수 있다.
4. 상회에서 그 상소자에 대한 이의, 항의, 의견서를 낭독할 때 상소인과 피상소인은 그 사건을 심

의 판결하는 일에 한하여 상회의 회원권이 중지된다.
5. 노회나 총회의 재판국이 판결한 것은 즉시 유효하고 본 치리회에 보고 한다. 단 상소는 판결 고

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할 수 있다.
6. 상소심(목사의 경우는 총회, 기타는 노회)에는 증거 조사를 할 수 있으되, 상고심(총회)에는 부

득이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증거 조사를 생략한다.
7. 노회 재판국의 결정을 상소할 경우 총회재판국은 해당 노회의 재판국원은 배제된다.

제107조 (일부 상소)
1.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2.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제108조 (상소의 포기, 취하)
1. 기소위원장이나 피고인은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2.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상소의 포기는 원심 재판국에서, 상소의 취하는 상소 재판국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기록이 

상소 재판국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 재판국에서 할 수 있다.
4. 상소의 포기나 취하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재판국장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

여야 한다.
5. 상소인인 상회가 재판할 때에 무단결석을 하면 그 상소는 취하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하회의 판

결이 확정(確定)된다.

제109조 (상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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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가 처리한 사건을 노회가, 노회가 처리한 사건을 총회가 취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교정 2.항소 3.상고 4.위탁 판결 5.소원(행정소원)

제2절 교정

제110조 (교정)
1. 하회의 재판결의 변경은 상회의 재판으로만 이루어진다.
2. 상회는 하회가 헌법에 위배되게 처리한 사건을 확인하면 그 사건을 하회에 환송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또는 직접 시정할 수 있다.
3. 사건의 판결 언도 이전에 원고나 피고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사건 내용을 선전하거나 평론하

는 유인물을 발간하면 이는 치리회에 대해 모욕하는 일이니 그 행위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하고, 그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

제3절 항소
1. 행정 건에서, 제일심의 종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하는 상소
2. 재판 건에서, 제일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이심 재판국에 하는 상소

제111조 (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1심 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차상급 재판국에 항소할 수 있다.

제112조 (항소의 방식 및 제기 기간)
1.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항소의 제기기간은 항소인이 하회의 판결 후 고지한 날로 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113조 (소송 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원심 재판국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 재판국 서기에게 송

부하여야 한다.

제114조 (소송 기록 접수와 통지)
항소 재판국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 또는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5조 (항소 이유서와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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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제115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와 설명서를 항
소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항소 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재판국은 지체 없이 그 복사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 재판국은 지체 없이 그 복사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

야 한다.

제116조 (항소 기각의 결정)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와 설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

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장에 항소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7조 (항소 이유)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규정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 재판국의 구성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3. 헌법 또는 규정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재판국원이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4.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5.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5.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6. 하회가 상소하는 것을 불허 하는 때.
7. 하회가 어느 한 편에 대하여 가혹한 심문을 했을 때.
8. 부당하고 허위 증거를 채용했을 때.
9. 합당하고 중요한 증거 채용을 거절했을 때.
10. 충분한 증거 조사 전에 급속히 판결했을 때.
11. 소송 취급상에 편견이 나타났을 때.
12. 판결 중에 착오나 불공평한 결정을 했을 때.
13. 책벌의 양정(量定)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14.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제118조 (항소 재판국의 심판)
1. 항소 재판국(상회)은 항(상)소된 사건이 합법적 절차를 거쳐 접수되었을 때 그 재판 규례대로 

하되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2. 항소 재판국은 항소 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한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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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소 재판국은 전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
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4. 제1심 재판국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 재판국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5. 항소의 제기가 소송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는 경우(제소기간의 경과 등)에는 판

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6.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7. 항소 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 이유서, 기타의 소송 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8.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9. 차상급회는 항(상)소 이유 설명서에 기록한 각조를 축조심의하여 결정하되 착오된 부분이 있으면 

하급 재판국으로 하여금 이를 변경, 재심 또는 취소하도록 하고 그 이유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9조 (원심 재판국에의 환송)
기소 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 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120조 (관할 재판국에의 이송)
관할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 

재판국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21조 (불이익 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122조 (판결서의 기재방식)
항소 재판국의 판결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

거를 인용할 수 있다.

제123조 (준용 규정)
제3장 제4절 재판에 관한 규정은 본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의 심판에 이를 준용한다.

제4절 상고(上告)

제124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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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총회 재판국에 상고할 수 있으며 노회 재판국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총회재판국은 해당 노회의 재판국원은 배제된다.

제125조 (상고의 일반 규례)
1. 상고의 방식 및 제기기간(제112조 항소의 방식 및 제기 기간).
2.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제113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3.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제114조 소송 기록 접수와 통지).
4. 상고 이유서와 답변서(제115조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5. 상고 기각의 결정(제116조 항소기각의 결정).
6. 상고 이유 (제117조 항고 이유).
7. 제4장 제3절 항소에 관한 규정은 본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심에 준용한다.

제126조 (상고 각하의 판결)
상고의 제기가 소송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는 경우(제소기간의 경과 등)에는 판결

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제127조 (심판 범위)
1. 상고 재판국은 상고이유서와 그 답변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한다.
2. 상고 재판국은 제118조 제1항 내지 5항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

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3. 상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4. 재판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증인 및 참고인 등을 소환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128조 (원심 판결의 파기)
상고이유가 정당한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129조 (기소 기각과 환송의 판결)
적법한 기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

을 원심 재판국 또는 제1심 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130조 (관할 인정과 이송의 판결)
관할의 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 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 재판국에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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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파기 자판(破棄自判))
상고재판국은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할 수 있다.

제5절 종국 판결과 집행

제132조 (종국 판결과 집행)
1. 집행은 확정된 종국 판결에 의하여야 한다.
2. 판결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이 판결확정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판결의 집행은 판결서의 정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4. 당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회장이 집행하고, 노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제6절 위탁 판결

제133조 (위탁 판결)
1. 하회는 다음과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판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직속 상회에 위탁 판결을 하

여 줄 것을 서면(사건서류 첨부)으로 청구할 수 있다.
   (1) 하회에 전례 없는 중대한 재판사건.
   (2) 하회로서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
   (3) 사정상 하회가 취급하기 어려운 사건.
   (4) 하회 판결이 중대한 공례 또는 판례가 될 사건.
   (5) 하회 회원 간의 의견이 불일치한 사건.
   (6) 상회에서 판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2. 위탁 판결을 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하회가 사건을 판결하기 전에 그 상회의 지도만 구하는 경우.
   (2) 하회가 재판사건을 그 상회에 전부 위임하는 경우.
3. 하회가 위탁한 재판건에 대해서 상회는 환송할 수 있고, 지시만 할 수도 있으되, 회의 결의대로 

할 것이며, 재판을 할 때는 하회의 모든 관계서류를 접수하고 기소 위원장(원고), 피고의 진술도 청취
한다.

4. 하회는 사건을 심리하지 아니하고는 바로 위탁 판결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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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위탁 판결 청원의 처리)
1. 위탁 판결 청원서를 송부 받은 치리회장은 송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속기소 위원회에 

위탁 판결 사건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2. 치리회장으로부터 위탁 판결 사건서류를 송부 받은 기소위원회는 사건서류를 송부 받은 날로부

터 20일 이내에 사건의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총회가 파한 후 총회 재판국 위탁 판결 청원에서는 전항 1, 2.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5조 (준용 규정)
제3장 제3절(기소) 제62조 내지 제67조, 제3장 제4절 재판에 관한 규정은 위탁재판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7절 소원(訴願)

제136조 (소원)
하회가 행정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법한 결정 등에 대해서 하회의 치리 하

에 있는 자 중 1인 이상이 그 상회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변경을 구하는 경우 이를 소원이라 한다.

제137조 (소원의 종류)
1. 행정 소원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결의 취소 등의 소원 : 치리회 회의의 소집절차 또는 의결방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또

는 그 결의의 내용이 헌법 및 규정에 위반한 때에 제기 하는 소송
3. 동등한 치리회 간의 소원 : 치리회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재 및 부존재 또는 그 행사에 관

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
4. 무효 등 확인 소원: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제138조 (재판 관할)
1. 행정 소원의 재판 관할은 피고인 소속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의 재판국이 된다.
2. 노회 재판국의 재판에 대하여는 총회 재판국에 상고 할 수 있으며 노회 재판국의 결정에 유관한 

해당 노회의 재판국원은 배제된다.

제139조 (소원자 적격)
1. 취소 소송은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헌법 또는 규정상의 권리 또는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행정행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행정행위의 취소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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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되는 헌법 또는 규정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같다.
2.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헌법 또는 규정상

의 권리 또는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제140조 (피소원자 적격 및 경정(更訂)
1. 행정 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행정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정

행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치리회장에게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2.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재판국은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써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3. 재판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141조 (제3자의 소송 참가 재판국)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

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제142조 (소원의 제기 및 제기 기간)
1. 소원의 제기는 소장을 재판국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2. 당회, 노회 아닌 관할 위원회나 본 치리회를 대리하는 회에서 결정한 사건은 본 치리회에 보고하

여 채택된 후에라야 소원을 제기 할 수 있다.
3. 안건을 결정할 때에 회원 3분의 1 이상이 상회에 소원하는 일을 가결했으면, 상회의 결정이 나

기까지 그 결정은 보류된다.
4. 소원자는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를 제출하되 하회 결정 후 15일 내로 그 회 서기에게와 상회 서

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소원자인 하회 서기는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와 그 안건에 대한 기록과 관계서류 일체를 접수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상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소원과 항소의 유효기간 산정(算定)
전4항 및 제115조 1항에서 규제한 소원 또는 항소기간 15일은 다음 근거를 기준 하여 산정한다.
   1) 치리회가 당사자에게 직접 선고하는 경우 : 선고일로부터 기산한다.
   2) 치리회가 선고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 우체국 소인(일부인)날로 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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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소원 재판 청원의 처리)
1. 소원을 접수한 상회는 소원의 타당성과 합법성이 인정될 때에 하회의 기록문서를 낭독하고, 쌍방

의 진술을 청취하고 판결한다.
2. 상회는 소원이 합당한 줄로 인정되면, 그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 처리하고 그 처리 방법

을 하회에 지시한다.
3. 피소원자인 하회는 회원 중 1인 이상을 대표로 정하고 그 대표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청구할 수 

있다.
4. 소원자나 피소원자는 그 사건 심의 중에는 회원권이 중지된다.
5. 소원자나 피소원자는 그 상급회에 상고할 수 있다.
6. 피소원자가 된 하회는 그 관계서류 일체와 기록 전부를 상회에 송달하지 아니하면 책망하고, 송

달되어 그 사건을 처리할 때까지 상회는 쌍방의 권리를 여전히 보존하게 한다.

제144조 (소원장의 기재 사항)
1. 소원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소원자의 이름, 직분, 주소.
   ② 피소원자인 치리회장의 이름, 직분, 주소.
   ③ 행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정 행위의 내용.
   ④ 행정행위가 있은 것을 안 날.
   ⑤ 청구의 취지 및 원인.
2. 제1항의 소장에는 원고, 선정 대표자,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45조 (청구의 변경)
1. 원고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변론의 종결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의 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4. 재판국은 청구의 변경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그 변경

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6조 (소원의 취하)
소는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 전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서면으로 취하할 수 있다.

제147조 (직권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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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제148조 (결의 취소 및 무효 확인의 소)
1.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치리회 회원은 결의의 날로부터 15일내에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 취소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 할 수 있다. 단 치리회가 경유를 거부하면 부전을 
붙여 제기할 수 있다.

2. 제138조, 제145조, 제14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149조(동등한 치리회간의 소원 또는 소송)
1. 동등한 치리회를 상대로 소원이나 고소할 일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 그 상회에 제기할 수 있다. 

기소 치리회는 사건 발행 후 60일 이내에 피고 된 치리회의 서기와 그 상회 서기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2. 전항과 같은 경우 기소 치리회는 대리위원을 선정하여 소송사무를 시종 위임할 수 있다.
3. 소원이나 고소장을 접수한 상회는 그 사건을 조사하여 이유가 정당하면 피고회의 결정 전부 혹

은 일부를 최소하거나 변경하고 그 피고회에 대하여 처리할 방법을 지시 할 것이며, 원고와 피고는 
그 지시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면 그 상회에 소원이나 상소를 할 수 있다.

제150조 (취소 판결 등의 기속력)
1.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치리회장 및 그 밖의 관계 재판국 

등을 기속한다.
2.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행정행위가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행정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151조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2장 제1절 제13조의 재판국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은 이를 행정소원에 준용할 수 있다.

제152조 (준용 규정)
제3장 소송에 관한 규례는 행정소원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8절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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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이의)
이의는 어느 치리회에서든지 의안을 결정할 때에 회원 중 1인 이상의 소수가 다수의 결정에 동의하

지 아니함을 표시하는 것이다.

제154조 (이의서의 제출 기일과 그 처리)
1. 이의서는 판결 15일 내로 재판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의가 정당하면 회의록에 기록하고 본회는 이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여 회의록에 기록할 

수 있다.
3. 이의서의 답변을 정정할 수 있고 정정한 것은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4. 재판회에서는 판결 20일내로 그 답변서를 작성하여 그 치리회 서기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소속치

리회 서기는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55조 (이의자의 자격)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 치리회에 투표권이 있는 자.
2. 판결 시 부편 투표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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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심 청구
제156조 (재심 사유)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
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원심 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2. 원심 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 된 때
4. 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 남용, 뇌물 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5. 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 남용, 뇌물 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6.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칙부의 해석이 있을 때
7. 유죄 판결한 사건에 대해서 상소기간 만료 후라도 피고를 면죄할 만한 새 증거가 나타났을 때

제157조 (재심의 관할)
재심은 원심 재판국이 관할하고 순차로 상소 할 수 있다.

제158조 (재심의 청구 절차)
재심의 청구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9조 (재심 청구의 기간)
재심의 청구는 당사자가 확정판결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혹은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

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기간 내에 청구할 수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에는 기간을 예외로 한다.

제160조 (재심 청구권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기소위원장
2.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 대리인
3.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 친족 또는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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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재심 청구에 대한 처리)
1.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재심의 청구가 헌법 또는 규정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청구권의 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기각하여야 한다.
3.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5.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6. 각 치리회가 한 번 유죄 판결을 한 것은 재심이나 상소로서 무죄가 되는 외에는 취소 할 수 없

다(제42조 2.3).
7. 상소하여 재판 중에 중요한 새 증거가 나타났을 경우
   (1) 하회에 사건을 환송하여 재심하게 할 수 있다.
   (2) 원고, 피고가 상회에서 판결해 주기를 원하면 증거를 조사하여 판결한다.

제162조 (재심의 심판)
1. 재심 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재판국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
2.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총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63조 (준용 규정)
제3장 소송에 관한 규례는 재심 청구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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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선거 무효 소송 및 당선 무효 소송
제164조 (선거 무효 소송)

노회에서의 총회총대 선거, 노회장 및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헌법 또는 규정(선거조례 및 시행세칙)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
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20일 이내에 주관 선거관리위원장(책임자)
을 피고로 하여 총회 재판국에 선거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5조 (당선 무효 소송)
노회에서의 총회총대 선거, 노회장 및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헌법 또는 규정(선거조례 및 시행세칙) 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일부터 20일 이내에 주관 선거관리위원
장(책임자)을 피고로 하여 총회 재판국에 당선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6조 (선거 무효 및 당선 무효의 판결)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의 소장을 접수한 총회 재판국은 선거 무효 및 당선 무효 소송에 있

어 헌법 또는 규정(선거조례 및 시행세칙)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
다고 인정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때에는 선거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판결할 수 있다.

제167조 (소송의 처리)
선거 무효 소송 및 당선 무효 소송은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총회재판국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30일의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68조 (증거 조사)
1. 소 제기자는 개표 완료 후에 선거 무효 소송 및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

기 위하여 총회 재판국에 투표함, 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판국은 현장에 출장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보관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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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시벌과 해벌
제1절 시벌

제169조 (시벌의 정신)
시벌은 권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니 다음과 같은 정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1. 시벌하는 치리회는 범죄자를 괴롭게 하거나 증오해서는 안 된다.
2.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시벌한다.
3. 치리회 회원은 자신들이 유혹하거나 동화되지 않도록 살피며 경계한다.
4. 벌 아래 있는 자가 해벌을 받기 전에 또 다른 범죄를 하면 치리회는 가중시벌을 한다.

제170조 (시벌 치리회)
차상급의 치리회 또는 재판국의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소속 치리회가 시벌을 집행한다.

제171조 (시벌의 방법)
시벌의 규례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동기, 성질, 정상을 참작하여 합당하게 시벌한다.
2. 개인에 국한된 범죄이면 중죄가 아닌 것은 견책으로 은밀히 시벌할 수 있고, 그 경우 치리회원 

2, 3인을 대표로 파송하여 시벌할 수 있다.
3. 현저한 범죄는 재판석에서 언도하고 교회에서 공포한다.
4. 중한 죄가 아닐지라도 타인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죄는 교회의 건덕을 위하여 유기 시벌을 하고 

교회에 공포하여야 한다.
5. 시벌을 기피하고 타처로 간 자에 대하여는 지상에 공고하여 시벌한다.
6. 소속치리회에서 15일 이내 판결을 집행하지 아니할 때는 차상급 치리회에서 집행한다.
7. 다음과 같은 경우에 목사직은 면직할 수 있다.
   (1) 이단을 주장하는 경우.
   (2)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경우.
   (3) 교리 상으로나 도덕상으로 교인을 크게 실족하게 한 경우.
   (4) 기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훼손하게 한 중죄를 범한 경우.
8. 출교는 범죄자를 제명하고 교회에 출석을 못하도록 추방하는 가장 큰 시벌인데 합당한 절차를 

따라 집행하고 교회 앞에 공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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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 (가중 시벌)
시벌 받은 자가 회개의 증거가 없고 또 다른 범행을 자행 할 때에는 재판하여 가중 시벌 할 수 있

다.

제173조 (유(무) 시벌의 선고)
유(무)기 시벌은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지금 (○○○)씨는 (○○○)죄를 범하였으므로 당회(또는 노회, 총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과 그 직권으로 형제가 완전히 회개하여 만족할 만한 증거를 나타내기까지 ○○○○년 ○○월 ○○일
부터 ○○월 ○○일 ○○까지 정직, 수찬 정지 또는 무기 정직(수찬 정지)된 것을 선고하노라. 아멘."

언도 후 합당한 권면을 하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권징으로 인해 교회에 복을 주
시도록 기도한다.

제174조 (면직 선고)
면직 선언은 다음과 같이 한다.
"본 교회(노회)의 장로(집사는 교회, 목사는 노회), (○○○)씨는 (○○○)죄를 범하였으므로 본 당

회(노회)는 (○○○)씨의 본 교회(노회)의 장로직(집사, 목사)을 파면하고 또 그 직분 행함을 금하노
라. 아멘."

면직이 수찬정지나 출교까지 겸했으면 회장은 계속하여 "본 당회(노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과 그 직권으로 (○○○)씨가 진실한 회개의 만족한 증거를 나타내기까지 교회의 성찬참여와 출석을 
금하노라. 아멘."으로 엄중히 선고한다.

선고 후, 전 조의 예대로 기도한다.

제175조 (출교의 절차와 선고)
출교의 절차와 선고는 다음과 같다.
1. 교회 앞에 범죄자를 심리 판결한 전말을 공식으로 발표한다.
2. 범죄자를 교회 안에 둘 수 없는 사유를 마태복음 18:15-18에 의해 설명한다.
3. 성도들로 하여금 출교 당한 자와 교제를 삼가도록 권면한다.
4. 범죄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4. "지금 이 교회(노회)의 회원(○○○)씨는 (○○○)죄를 범한 고로 여러 번 권면하고 기도하였으

나 듣지 않고, 회개하는 증거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직권으로 본 
당회(노회)는 그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며 성도 중에 교제가 단절된 것을 선고하노라. 아
멘."

5. 출교선고 후 범죄자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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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해벌

제176조 (해벌의 규례)
해벌의 규례는 다음과 같다.
1. 치리회는 수찬정지 이하의 벌을 받은 자들을 자주 돌아보고 그와 더불어 기도하며 권면하고 그

를 위해 기도한다.
2. 해벌을 할 만한 만족한 증거가 나타났을 때 결의에 의하여 해벌을 하되 절차를 따라 해벌한다.
3. 수찬 정지 또는 정직을 당한 자를 해벌할 때는 그 전말을 설명한 후 교회 앞에 해벌 선언을 한다.
4. 면직을 당한 자나 출교를 당한 자를 해벌 할 때에는 교회 앞에서 그 전말을 설명하고 본인으로 

하여금 자복하게 하고 해벌 선언을 한다.
5. 해벌은 최종 판결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의 승인(폐회 중에는 재판국의 승인)을 받아 그 소속 

치리회가 시행한다.
6. 이주자의 해벌
   (1) 해벌은 시벌한 치리회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치리회는 벌 아래 있는 자가 타 치리회 관할로 이명 하고자 할 때 회개한 정상을 참작하여 

해벌한 후 이명서를 그가 원하는 치리회에 송달할 수도 있다.
   (3) 본 치리회의 시벌, 기타 필요한 기록의 등본을 그 치리회에 송달하여 해벌을 위임할 수도 있

다.

제177조 (해벌 치리회)
해벌은 최종 판결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의 승인(폐회 중에는 재판국의 승인)을 받아 그 소속 치

리회가 시행한다.

제178조 (해벌의 절차)
해벌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벌 아래 있는 자가 진실히 회개한 증거가 확실하고 겸손히 치리회 앞에 자복했을 때 치리회 재

적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해벌한다.
2. 정직 또는 수찬정지를 당한 자를 해벌했을 때 다음과 같이 교회(노회)앞에 선고한다.
   "지금까지 정직(수찬정지)를 당한 (○○○)씨는 이제 회개하는 증거를 나타내어 교회를 만족하

게 한 고로 본 당회(노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그대를 해벌하고 복직된 
것(성찬에 참여하는 교인의 권리가 회복된 것)을 선고하노라. 아멘."

3. 면직을 당한 자의 해벌



   (1) 교회(노회) 앞에 자복하게 한다.
   (2) 교회(노회) 앞에서 다음과 같이 문답을 한다.
      문 : 그대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거역한 죄와 교회를 해롭게 한 큰 죄를 기꺼이 자복하며, 면

직한 것이 공평하게 행한 줄 압니까? 답 : 예
      문 : 지금은 그대가 진실한 회개와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

님과 그의 교회의 용서를 구합니까? 답 : 예
      문 :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겸손한 마음과 근신 중에 살기를 결심하며, 힘써 우리 구주 예

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빛나게 하며,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답 : 예
   (3) 문답 후 회장은 적당한 권면을 하고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지금 (○○○)씨는 만족한 회개를 나타낸 고로 본 교회 당회(노회)는 전일에 선언한 면직

을 해벌하며 복직된 것을 선고하노라 아멘."
해벌선고 후 회장은 감사기도를 한다.
4. 출교를 당한 자의 해벌
   (1) 출교 받은 교인은 해벌이 되어도 수찬 정지로 2년이 경과되고 다시 치리회의 결의가 있어야 

수찬 정지가 해벌된다.
   (2) 면직을 당한 자의 해벌절차에 준하여 자복하게 하고 문답을 한다.
   (3) 성도와 교제하는 권한과 교회(노회)의 회원권이 회복된 것을 선고한다.
   (4) 회장이 감사기도를 한다.
5. 해벌후의 처리
   (1) 시벌중인 자가 회개의 정이 뚜렷하면 치리회의 결의로 치리회 석상에서 자복케 한 후 해벌

할 수 있다. 단, 시벌 치리회와 소속 치리회가 다른 경우 제178조를 준용한다.
   (2) 시벌이 집행되어 시벌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해벌절차 없이 자동 해벌된 것으로 본

다.
   (3) 치리회(당회, 노회)는 면직된 자의 수찬을 허락한다.
   (4) 면직된 장로나 집사 권사가 해벌되어 복직되어도 교회에서 3년 이상이 경과되어 합법적으 

로 다시 피선된 후 임직식을 행하여야 시무할 수 있다.
   (5) 정직만 당한 장로나 집사 권사는 해벌로서 직분까지 회복되어 시무할 수 있으나 정직에 수

찬정지까지 당했으면 당회의 해벌과 교인의 투표없이는 시무할 수가 없다.
   (6) 목사의 경우
       ①목사의 경우 임시 강도권을 허락한다.
       ②교회의 합법적인 청빙을 받아야 시무를 할 수 있다.
       ③면직된 자가 복직되었을 때, 다시 안수는 하지 않는다.



헌법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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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지침
제1조 (예배당의 헌당식)

1. 헌당식의 의의
예배당의 헌당식은 신축된 예배당이 완공되고 일체의 부채를 정리한 다음 온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

리고 함께 충성을 다짐하는 것이다.
2. 헌당식의 주례 : 헌당식의 주례는 해 교회의 당회장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헌당식의 절차 : 헌당식의 절차는 해 당회에서 실정에 맞도록 작성하되 건축위원회 경과보고와 

열쇠봉헌의 순서를 삽입할 것이다.
4. 헌당식의 공포 : 헌당식은 주례자의 공포로 인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되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야 

한다.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 (○○○)교회 교우 일동은 이 예배당이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제2조 (목사의 임직식) 목사의 임직 예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약 : 노회장은 목사위원 중 임직위원을 선정하고 설교 후 취지를 설명하고 임직 받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서약하게 한다.
   (1) 구약과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한 무오한 유일의 법칙

으로 믿습니까?
   (2) 본 장로회 교리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교리문답과 소교리문답은 구약과 신약성경

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릅니까?
   (3) 본 장로회 관리표준인 교회정치, 권징조례와 예배지침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까?
   (4) 주 안에서 동역자된 형제들에게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5) 목사의 성직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진심으로 서약합니까?
   (6) 어떤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

과 화평을 힘써 도모하여 근실히 사역하기로 서약합니까?
   (7) 신자이며 겸하여 목사가 되겠은 즉 자기의 본분과 타인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명하사 관리하게 하신 교회 앞
에서 경건한 모범을 보이도록 서약합니까?

2. 안수 : 노회장은 서약을 마친 후 임직 받는 자로 무릎을 꿇게 하고, 사도의 규례에 따라 임직위
원과 노회 대표자들의 안수와 함께 노회장이 기도하고 악수례를 행한다(갈2:9; 행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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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포 : "(○○○)씨는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 (○○○)노회 목사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
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4. 권면 : 노회장 또는 임직위원이 임직받은 목사에게 권면(딤후 4:1-2)하고, 노회는 이 사건을 회
의록에 기록한다.

제3조 (목사의 위임식) 목사의 위임예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약 : 노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서 위임 위원으로 예식을 거행하게 할 것이요, 설교 후에 위

임받는 목사와 그 교회에 각각 다음과 같이 서약하게 한다.
   (1) 위임받는 목사에게(거수로)
       1) 청빙서를 받을 때에 원하던 대로 이 교회의 목사직을 담임하기로 서약합니까?
       2) 이 직분을 받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자 함이니 이

를 본심으로 서약합니까?
       3)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 대로 이 교회에 대하여 충성으로 목사의 직무를 다하

고, 범사에 근신 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승낙한 대로 행하기를 서약합니까?

   (2) 교인에게(거수로) : 본 교회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서약하게 한다.
       1) (○○○)교회 교우 여러분은 목사로 청빙한 (○○○)씨를 본 교회 위임목사로 받습니까?
       2)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를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3) 목사가 수고할 때에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에 도와주기로 서약합니까?
       4) 여러분은 저가 본 교회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약속한 그 생활비를 어김없이 지급하

며, 주의 도에 영광이 되고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주기로 서약합니
까?

2. 공포 :"내가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씨가 
본 교회 위임목사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3. 권면 : 위임 위원이 위임 목사와 교회에게 각각 권면한 후 축도로 폐식한다.

제4조 (장로, 집사와 권사의 임직식) 장로, 집사, 권사의 임직 예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약 : 당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서 임직원으로 예식을 거행하게 할 것이요, 설교 후에 당회

장은 취지를 설명하고, 임직 받은 자와 그 교회에게 각각 다음과 같이 서약하게 한다.
   (1) 임직 받는 자에게(거수로)
      1) 구약과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한 법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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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믿습니까?
       2) 본 장로회 교리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를 것을 서약합니까?
       3) 본 장로회 관리표준인 교회정치, 권징조례와 예배지침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까?
       4) 본 교회 장로(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본 

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서약합니까?
       5)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서약합니까?
   (2)교인에게(거수로)
       (○○○)교회 회원들이여 (○○○)씨를 본 교회 장로(집사, 권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정치

에 가르친 바를 따라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고 복종(집사와 권사에게는 "협조"로)하기
로 맹세합니까?

2. 안수(권사는 제외) : 당회장은 서약을 마친 후, 임직 받는 자로 무릎을 꿇게 하고, 임직위원과 
전 당회원의 안수와 함께 당회장이 기도하고 악수례를 행한다.

3. 공포 :"(○○○)씨는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교회 장로(집사, 권사)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4. 권면 : 임직위원이 임직자와 교회에게 각각 권면한 후 축도로 폐식한다.

제5조 (결혼식) 결혼 예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결혼 예식 : 결혼예식은 성례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교회에만 있는 것도 아니나, 하나님이 세우

신 신성한 예법이다.
2. 결혼 예식의 주례 : 성도들은 마땅히 주 안에서 결혼할 것이며 혼례에 특별한 훈계와 적당한 기

도로 행하기 위하여 목사나 교역자로 주례하게 함이 옳다. (단, 주례는 학습인 이상이어야 한다.)
3. 결혼의 대상 : 혼인은 일남 일녀로 하고 성경에서 금한 친족 범위 안에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
4. 부모의 승낙 : 결혼은 남녀가 각각 상당한 연령에 도달하여야 하며, 부모 혹은 후견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결혼의 예고 : 혼인은 공적 성질을 가진 것이며, 국민과 사회의 복리와 가족상의 행복과 종교상의 

명예에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결혼예식을 거행할 일을 여러 날 전에 작정하고 널리 예고해야 한다.
6. 증거의 확보 : 주례자는 이 일이 깊이 유의하여 하나님의 법을 범하거나 국가 법률에 저촉됨이 

없도록 하며, 가정의 화평과 안위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하여 이 혼인에 반대되는 것이 없다는 쌍방의 
증명을 확보하여야 한다.

7. 결혼증서의 발급 : 혼인은 충분한 증인들 앞에서 행할 것이며, 주례자는 해당 행정부로부터 발부
받아 온 결혼증서에 증인들과 함께 서명을 하여 발부할 것이다.

8. 결혼명부의 기록 : 목사는 성혼한 자의 성명과 날짜를 결혼명부에 자세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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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장례식)
1. 위로 : 장례식에는 시나 찬송을 부르고 합당한 성경을 낭독하고 설교를 하고, 특별히 비참한 일

을 당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며 저희의 슬픔이 변하여 영원한 유익이 되게 하며, 위로를 받
도록 해야 한다.

2. 소망에 대한 확증 : 장례식은 주례목사의 의견대로 하되 그 중요한 뜻을 잃지 말아야 하며 생존
자를 위로 하는데 힘을 쓰고 신앙 없이 생활하다가 별세한 자에 대한 소망은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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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정치
제1조(장로와 집사 및 권사의 선택)

장로와 집사 및 권사를 선택하고자 할 시에는, 미조직 교회에서는 협조 당회원 2인(목사, 장로)을 
노회원 중에서 청원하여 선택 임직할 수 있다.

제2조 (개체 교회의 설립)
교회 설립 시에는, 부근 교회와 직선거리 3마일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 (교인의 의무 실행)
1. 교회의 정회원으로서 거룩한 주일(聖日)을 범하거나 미신행위나 음주나 흡연, 구타하는 등의 행

동이나 고의(故意)로 교회의 헌금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교회 법도를 따라 다스려야 하며, 직
분자는 직임(職任)을 면(免)함이 당연하다.

2. 교인은, 성경과 교리와 신앙의 도리를 힘써 배우며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힘써야 하
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모범적인 생활을 하여야 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써야 한다.

3. 교인은 성경의 진리(眞理)를 보수(保守)하고 교회 법규(法規)를 준수하며, 교회 헌법에 의지하여 
치리함에 순복하여야 한다.

제4조 (교회 항존 직원의 시무 정년)
교회직원의 임직 또는 시무와 관련되는 연령은 만으로 계산하며, 호적상의 생일을 기준하고, 연령의 

범위를 하한과 상한으로 규제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상, ~이하, ~부터, ~까지로 규제하였을 경우 : 그 한계의 수치는 계산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2. ~미만으로 규제하였을 경우 : 그 한계의 수치는 계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한 수치 밑수로

서 계산한다.

제5조 (노회 구역 설정 및 변경)
1. 교회정치 제136조에 의거하여 총회가 결정하는 노회의 지역 구분 기준을 설정한다(별표).
2. 노회구역조정은 매 5년마다 조정 적용할 수 있다.

제6조 (총회 총대 선정 기준)
1. 장로총대는 노회나 총회에 참석하는 장로들로 한다.
2. 총회 총대 수는 매 5년마다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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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징 조례
제1조 (제척, 기피, 회피)

1. 권징 조례 제2장 제1절 제13조 제1항 제척사유 중 제2호의 친족은 친족의 범위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로 한다.

2.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3. 기피신청은 재판국원의 재적 1/3을 초과할 수 없다. 재적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결정하되 변론이나 토론 없이 무기명비밀투표로 정한다. 기피 신청된 국원은 투표할 수 없다.
4. 기소위원에 대하여는 기피신청하지 못한다.

제2조 (제척, 기피 회피 국원 보선)
제2장 제13조 3항에 의거 제척‧기피‧회피가 확정된 때에는 정족수 미달 시 치리회 (폐회 중에는 해 

치리회 임원회)는 직권 또는 재판국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재판국원을 보선하여 충원한다. 보선된 국
원은 그 사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심판에 관여 한다.

제3조 (재판국원의 합의 방법)
1. 권징조례 제2장 제2절 제17조 제3절 제22조 제4절 제28조 의결방법 중 시벌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는 합의에 있어서 의견이 3가지 견해 이상 분립하여 각각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
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계속 협의 한다.

2.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조(재판 비용 예납)
1. 권징 조례 제3장 제34조에 의한 재판비용의 예납절차는 재판을 수행할 당해 치리회에 예납하고 

그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재판 비용의 예납액은 다음과 같다.
   (1) 고소(고발)‧행정(소원) 항소 소제기 노회: $1,000.00, 총회: $1,500.00
   (2) 상고. 총회 : $1,500.00
   (3) 이의(불복)신청‧재심청구, 항고‧재항고 위탁판결 청원: 노회: $1,000.00, 총회: $1,500.00
3. 총회 특별재판국 청원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특별재판국청원이 의결되면 재판비용을 전 항2 (2)에 

의하여 예납하여야 한다.
4. 예납한 재판 비용의 금액은 재판의 결과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고 그 치리회에 귀속한다.
5.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는 재판 비용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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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권징조례 제3장 제2절 제52조에 2항에 의한 치리회장과 임원이 고발을 한 때.
   (2) 권징조례 제3장 제3절제 62조 제3항에 의한 치리회장이 직권으로 기소를 의뢰를 한 때.
   (3) 권징조례 제5장 제160조 제1항에 의하여 기소 위원장이 재심 청구를 한 때.
   (4) 권징조례 제2장 제4절 제25조에 의한 기소위원장이 총회에 특별 재판국원을 청원하고 총회에

서 가결이 된 때.

제5조 (증인의 자격 제한)
권징조례 제3장 제6절 제94조에 의한 증인자격 중 치리회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치리회장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심문하지 못한다.

제6조 (증인의 의무 제한)
권징조례 제3장 제6절 제96조에 의한 증인의 의무 중,
1. 교회의 항존직 또는 사회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가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공익상 필요 있
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명백한 거부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7조 (증인의 소환)
1. 권징조례 제3장 제6절 제96조 2항에 의한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재판 개정 10일 이전에 송달하

여야 한다.
2. 증인이 재판정에 있는 때에는 소환 절차 없이 신문할 수 있다. 하급 재판국의 판결과 다른 수습

전권위원회의 결정은 판결 즉시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3. 재판국 또는 기소위원회의 신청에 의한 증인에게는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증인의 인정 심문)
재판국장은 증인의 성명, 나이, 직분, 직업, 주소를 물어서 증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증인의 재판정 외 심문)
재판국장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재판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現在地)에서 신문할 수 있다.

제10조 (증인 심문 사항의 서면 제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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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의 심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신문 사항을 기재한 서면
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증인의 퇴정)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판정에 있을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12조 (노회 기소위원의 임기와 보선)
1. 권징조례 제3장 제2절 제58조 기소위원의 임기와 연임은 각 노회의 규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며 

노회의 규칙에서 정함이 없을 때에는 1년으로 하며 노회에서 연임을 허락할 수 있다.
2. 노회 기소위원회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보선하며 보선된 기소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기소 취소와 재기소)
권징조례 제3장 제3절 제63조 제2항에 의한 기소 취소와 제66조에 의한 기소 부제기로 인하여 기

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기소 취소 후에 그 범죄 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
우가 아니면 다시 기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14조 (불기소 처분)
1. 권징조례 제3장 제3절 제65조에 의하여 기소위원회가 불기소 처분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그 주

문(主文)의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기소 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2) 혐의 없음 1) 범죄인정 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한 경

우. 2) 증거 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3) 죄가 안 됨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헌법과 규칙 또는 법리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阻却)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4) 기소권 없음 : 1)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2)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기소가 제

기된 경우 3) 고소‧고발이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4)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 5)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5) 각하 :
     1) 고소인(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고발)장에 의하여 위의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기소권 없

음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고발)한 경우
     3) 고소(고발)을 취하한 자가 다시 고소(고발)한 경우



- 243 -

       4) 동일 사건에 관하여 기소위원회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고소권이 없는 자(피해자, 피해자의 사망 시 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가 아닌 자)
가 고소한 경우나,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고발인)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소
재 불명 되어 고소 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6) 전에 고소한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고소, 고발을 한 경우
2. 기소위원회가 기소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고 개과천선 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권징조례 제3장 제3절 제6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기소 명령을 받은 노회 기소위원회 또는 당

회 기소위원회가 결정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 재판국의 기소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소인(고발인)은 1차에 한하여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 재판국에 재
차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으며 재차 기소명령을 받고도 노회 기소위원회 또는 당회 기소위원회
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재판하여 처리한다.

4. 고소(고발)장이 아닌 진정서 등은 접수한 치리회의 임원회 결의로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 (위탁 판결)
1. 치리회의 분쟁으로 치리회의 회집이 불가할 때에는 치리회장이 직권으로 위탁 판결을 상회에 청

원할 수 있다.
2. 당회가 없는 미조직 교회 또는 폐 당회 된 교회는 재판국 구성이 불가능하므로 당회장은 직권으

로 위탁 재판을 노회에 청원할 수 있다

제16조 (재심 청구)
1. 권징조례 제5장 제160조의 재심 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함에는 재심 청구의 취지 및 재심 청구

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심 청구서에 원심판결의 등본, 증거자료 및 증명서를 첨부하여 원심치
리회에 제출하고 재심 청구를 접수한 치리회는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판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2. 권징조례 제5장 제156조 재심사유 중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에서 "증명된 때"라 함은 그 
증명이 공공기관의 증명이나 국가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한 것을 말한다.

3. 재심 절차는 권징조례 제5장 제161조에 의한 재심 개시절차와 권징조례 제162조에 의한 재심 
심판절차로 2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심 개시단계에서의 재판국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이의신청(불복)을 할 수 있으며 재심 개시 결정을 한 후 재심 심판단계에서의 판결
에 대하여는 재심 관할 재판국의 심급에 따라 재판국에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다.

4. 권징조례 제5장 제161조 제5항에 의한 재심 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심 재판국의 결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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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벌의 집행(시벌)을 정지할 수 있다.
5. 권징조례 제5장 제162조 제1항 “재판국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에서 “그 심급

에 따라”라고 함은 제1심의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은 제1심 재판 절차에 따라 심판하고 항소 기각 또
는 상고 기각의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은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절차에 따라 심판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6.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권징조례 제4장 제106조 상소에 따라 다시 상소할 수 
있다.

7. 재심의 청구가 재심 관할 재판국에 접수되면 원심판결에 관여했던 재판국원은 재심 재판국원이 
될 수 없다. 단 총회 재판국은 예외로 한다.

8. 전항의 경우 재심 재판국이 당회 재판국이면 당회장 외에는 다른 당회원으로 재판국을 구성하여
야 하며 당회원의 수가 부족하여 재판국을 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노회 재판국에 위탁 재판청원을 하
여야 한다.

9. 제7항의 경우 재심 재판국이 노회 재판국이면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는 재판 국원을 보선하
여야 하며 이들 재판국원은 그 재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한다.

10.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본 교단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재판국 또는 특별
재판국의 최종 확정 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 법원에 고소, 소제기, 가처분신청 등을 하지 못한다.

제17조(재판 계류와 교단 탈퇴)
본 교단 헌법과 이 규칙에 의한 재판국의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자(교회, 단체 포함)가 총회나 노

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항존 직원은 권징조례 제1장 제11조 제1항 제5호 면직 책벌로 판결하며 재판
에 계류 중이 아닌 항존 직원은 권고 사직된 것으로 본다.

제18조 (총회 결의의 효력)
총회의 결의를 위배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장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노회에 총회 총대권과 

노회 총대권을 제한하도록 권고를 할 수 있고 이 권고를 30일 이내에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총회
장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제재할 수 있다.

제19조(겸임 금지)
1. 각 치리회의 재판국원 및 기소위원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특별 재판국 수습위원 또는 전권위

원을 겸임 할 수 없다.
2. 각 치리회의 임원은 해 재판국원 및 기소위원 특별 재판국원 수습위원 또는 전권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부칙
제1조 본 헌법적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헌법적 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 재적 과반수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3조 이미 진행 중인 사안은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대로 진행하고 그 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 헌법이나 이 규칙(規則)에 의한 모든 헌법 정치, 권징 서식은 총회 표준문서를 그 표준으로 

삼는다.



THE BOOK OF CHURCH ORDER

THE PREAMBLE OF THE BOOK OF CHURCH ORDER

The triune God gave us the history and heritage of the universal church toward the 
establishment of our identity, and for its preservation and inculcation of the next 
generation. Therefore we declare our confession of faith in the Preamble to the Book of 
Church Order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Kosin) as follows. 

1. Faith and Doctrine

We believe in God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our 
Savior, and the Holy Spirit our Sanctifier, namely, the triune God. 

2) Although Adam’s breaking of the covenant brought man into the estate of sin and 
misery, God promised righteousness and life through Jesus Christ in the covenant of 
grace.

3) The triune God revealed this gospel in the Old and New Testaments. And this truth 
is well summarized in the Apostles’ Creed.

4) When the medieval papacy had deviated from the truth, God raised the reformers to 
restore the gospel and reform the church.     

5) We uphold the historic Reformed tradition. This tradition refers to the reformation 
initiated by Martin Luther and developed, clarified and systematized by John Calvin, and 
transmitted to us through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Larger and Shorter 
Catechisms. The Westminster Standards teach scripturally what we are to believe 
concerning God and how we ought to live for his glory. 

6) Notwithstanding the Japanese persecution in the form of compulsory Shinto Shrine 
worship in the past, those who have gone before us held onto the reformed faith. 

7) As descendants of such faithful believers, we aspire to preserve and pass on the 
orthodox faith and practice of the reformed faith to the next generation. To this end, 
we humbly plead for the Lord’s wisdom and strength.  

8) Under the old covenant, God met with his people through the sacrifices and in the 
Temple. Christ’s once-for-all sacrifice has accomplished atonement for sins and thereby 
abolished the old covenant sacrifices and the Temple. Now we worship him in Spirit 
and in truth.  

9) Through his death and resurrection Jesus Christ accomplished salvation and, as a 
means of grace, he gave us his Word (proclamation) and the Sacraments (Baptism and 
Holy Communion). We joyfully receive this saving grace and praise the triune God for 
calling us out of darkness into his kingdom of marvelous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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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orm of Government

We believe that a form of church government should be set up according to the 
instruction of the Bible. Thus, according to the articles of the reformed faith and 
worship, we stipulate church policy as follows:

1) Jesus Christ, the only head of the church, appointed officers to serve the church 
according to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and the Holy Scripture.

2) The session of a local church consists of a pastor and elders, and they can be 
members of a presbytery and the General Assembly.

3) No church or officer of a church shall have any authority over any other local church 
or officer of another local church.

4) Decisions made by a body of governing are binding as long as it is in agreement 
with the Word of God, and all members should obey the decisions.

5) The ultimate goal of church discipline and polity is to maintain the peace and unity 
of Christ’s church.

6) To guard sound doctrine and purity of the church, and to restore the offender, 
church discipline should be conducted in a reasonable way.

7) The above content is well explained in eight (8) Preliminary Principles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Kosin), and is concretely reflected in the Directory for 
the Public Worship of God, Form of Government, and The Book of Discipline.

4. The Mission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Kosin)

1) We will preserve uncompromising faith and practice in the triune God. We reject any 
challenges, oppositions, and distortions of our faith.

2) We take "God centered, Bible centered, and Church centered" as the core principle 
of our faith and practice. We will plant reformed churches that proclaim to the ends of 
the earth the kingdom of God, the death of Jesus Christ on the cross and his 
resurrection, not only in these United States, but also in all countries around world.

3) We will worship the Triune God alone opposing all kinds of idol worship in line with 
the faith of our forefathers who, with the spirit of martyrdom, strongly opposed Shinto 
worship imposed upon them. We will not compromise with worldly unrighteousness, but 
live our lives as the salt and light of the world so that the righteousness and peace of 
God would be established on earth.

4) We sincerely wish that the will of the triune God to make all things new be 
accomplished through the church. We desire to train up believers to faithfully proclaim 
the Lordship of Jesus Christ and send them out to the world.



- 248 -

5) We will make every effort to preserve God’s creation, respect all living creatures, and 
have all lives, including the weak and the lowly, be blessed with justice, peace and joy 
in the triune God. 

6) Recognizing that God’s pleasing will is for us to be one in the truth, we sincerely 
regret divisions among churches, and will fervently endeavor to unite with other 
churches that confess the triune God in accordance with Scripture.

7) We are a reformed church. However, when any aspect of our reformed tradition is 
discovered to be in error or apparently contradict the Word of God, we will continue to 
reform by open debates and faithful biblic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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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CHAPTER 1

Of the Holy Scripture

1. Although the light of nature, and the works of creation and providence do so far 
manifest the goodness, wisdom, and power of God, as to leave men unexcusable; yet 
are they not sufficient to give that knowledge of God, and of his will, which is 
necessary unto salvation. Therefore it pleased the Lord, at sundry times, and in divers 
manners, to reveal himself, and to declare that his will unto his church; and afterwards, 
for the better preserving and propagating of the truth, and for the more sure 
establishment and comfort of the church against the corruption of the flesh, and the 
malice of Satan and of the world, to commit the same wholly unto writing: which 
maketh the Holy Scripture to be most necessary; those former ways of God's revealing 
his will unto his people being now ceased.

2. Under the name of Holy Scripture, or the Word of God written, are now contained 
all the book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which are these:

All which are given by inspiration of God to be the rule of faith and life.

Of the Old Testament 

Genesis, Exodus, Leviticus, Numbers, Deuteronomy, Joshua, Judges, Ruth

I Samuel, II Samuel, I Kings, II Kings, I Chronicles, II Chronicles, Ezra, Nehemiah, Esther

Job, Psalms, Proverbs, Ecclesiastes, The Song of Songs

Isaiah, Jeremiah, Lamentations, Ezekiel, Daniel

Hosea, Joel, Amos, Obadiah, Jonah, Micah, Nahum

Habakkuk, Zephaniah, Haggai, Zechariah, Malachi

　

Of the New Testament 

Matthew, Mark, Luke, Johns, Acts of the Apostles

Romans, I Corinthians, II Corinthians,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Colossians

I Thessalonians, II Thessalonians, I Timothy, II Timothy, Titus, Philemon



- 250 -

Hebrews, James, I Peter, II Peter, I John, II John, III John, Jude, Revelation of John

3. The books commonly called Apocrypha, not being of divine inspiration, are no part 
of the canon of the Scripture, and therefore are of no authority in the church of God, 
nor to be any otherwise approved, or made use of, than other human writings.

4. The authority of the Holy Scripture, for which it ought to be believed, and obeyed, 
dependeth not upon the testimony of any man, or church; but wholly upon God (who 
is truth itself) the author thereof: and therefore it is to be received, because it is the 
Word of God.

5. We may be moved and induced by the testimony of the church to an high and 
reverent esteem of the Holy Scripture. And the heavenliness of the matter, the efficacy 
of the doctrine, the majesty of the style, the consent of all the parts, the scope of the 
whole (which is, to give all glory to God), the full discovery it makes of the only way 
of man's salvation, the many other incomparable excellencies, and the entire perfection 
thereof, are arguments whereby it doth abundantly evidence itself to be the Word of 
God: yet notwithstanding, our full persuasion and assurance of the infallible truth and 
divine authority thereof, is from the inward work of the Holy Spirit bearing witness by 
and with the Word in our hearts.

6. The whole counsel of God concerning all things necessary for his own glory, man's 
salvation, faith and life, is either expressly set down in Scripture, or by good and 
necessary consequence may be deduced from Scripture: unto which nothing at any time 
is to be added, whether by new revelations of the Spirit, or traditions of men. 
Nevertheless, we acknowledge the inward illumination of the Spirit of God to be 
necessary for the saving understanding of such things as are revealed in the Word: and 
that there are some circumstances concerning the worship of God, and government of 
the church, common to human actions and societies, which are to be ordered by the 
light of nature, and Christian prudence, according to the general rules of the Word, 
which are always to be observed.

7. All things in Scripture are not alike plain in themselves, nor alike clear unto all: yet 
those things which are necessary to be known, believed, and observed for salvation, are 
so clearly propounded, and opened in some place of Scripture or other, that not only 
the learned, but the unlearned, in a due use of the ordinary means, may attain unto a 
sufficient understanding of them.

8. The Old Testament in Hebrew (which was the native language of the people of God 
of old), and the New Testament in Greek (which, at the time of the writing of it, was 
most generally known to the nations), being immediately inspired by God, and, by his 
singular care and providence, kept pure in all ages, are therefore authentical; so as, in 
all controversies of religion, the church is finally to appeal unto them. But,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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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original tongues are not known to all the people of God, who have right unto, 
and interest in the Scriptures, and are commanded, in the fear of God, to read and 
search them, therefore they are to be translated into the vulgar language of every 
nation unto which they come, that, the Word of God dwelling plentifully in all, they 
may worship him in an acceptable manner; and, through patience and comfort of the 
Scriptures, may have hope.

9. The infallible rule of interpretation of Scripture is the Scripture itself: and therefore, 
when there is a question about the true and full sense of any Scripture (which is not 
manifold, but one), it must be searched and known by other places that speak more 
clearly.

10. The supreme judge by which all controversies of religion are to be determined, and 
all decrees of councils, opinions of ancient writers, doctrines of men, and private spirits, 
are to be examined, and in whose sentence we are to rest, can be no other but the 
Holy Spirit speaking in the Scripture.

CHAPTER 2

Of God, and of the Holy Trinity

1. There is but one only, living, and true God, who is infinite in being and perfection, a 
most pure spirit, invisible, without body, parts, or passions; immutable, immense, eternal, 
incomprehensible, almighty, most wise, most holy, most free, most absolute; working all 
things according to the counsel of his own immutable and most righteous will, for his 
own glory; most loving, gracious, merciful, long-suffering, abundant in goodness and 
truth, forgiving iniquity, transgression, and sin; the rewarder of them that diligently seek 
him; and withal, most just, and terrible in his judgments, hating all sin, and who will by 
no means clear the guilty.

2. God hath all life, glory, goodness, blessedness, in and of himself; and is alone in and 
unto himself all-sufficient, not standing in need of any creatures which he hath made, 
nor deriving any glory from them, but only manifesting his own glory in, by, unto, and 
upon them. He is the alone fountain of all being, of whom, through whom, and to 
whom are all things; and hath most sovereign dominion over them, to do by them, for 
them, or upon them whatsoever himself pleaseth. In his sight all things are open and 
manifest, his knowledge is infinite, infallible, and independent upon the creature, so as 
nothing is to him contingent, or uncertain. He is most holy in all his counsels, in all his 
works, and in all his commands. To him is due from angels and men, and every other 
creature, whatsoever worship, service, or obedience he is pleased to require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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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 the unity of the Godhead there be three persons, of one substance, power, and 
eternity: God the Father, God the Son, and God the Holy Ghost: the Father is of none, 
neither begotten, nor proceeding; the Son is eternally begotten of the Father; the Holy 
Ghost eternally proceeding from the Father and the Son.

CHAPTER 3

Of God's Eternal Decree

1. God, from all eternity, did, by the most wise and holy counsel of his own will, freely, 
and unchangeably ordain whatsoever comes to pass: yet so, as thereby neither is God 
the author of sin, nor is violence offered to the will of the creatures; nor is the liberty 
or contingency of second causes taken away, but rather established.

2. Although God knows whatsoever may or can come to pass upon all supposed 
conditions, yet hath he not decreed anything because he foresaw it as future, or as that 
which would come to pass upon such conditions.

3. By the decree of God, for the manifestation of his glory, some men and angels are 
predestinated unto everlasting life; and others foreordained to everlasting death.

4. These angels and men, thus predestinated, and foreordained, are particularly and 
unchangeably designed, and their number so certain and definite, that it cannot be 
either increased or diminished.

5. Those of mankind that are predestinated unto life, God,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was laid, according to his eternal and immutable purpose, and the secret counsel 
and good pleasure of his will, hath chosen, in Christ, unto everlasting glory, out of his 
mere free grace and love, without any foresight of faith, or good works, or 
perseverance in either of them, or any other thing in the creature, as conditions, or 
causes moving him thereunto; and all to the praise of his glorious grace.

6. As God hath appointed the elect unto glory, so hath he, by the eternal and most 
free purpose of his will, foreordained all the means thereunto. Wherefore, they who are 
elected, being fallen in Adam, are redeemed by Christ, are effectually called unto faith 
in Christ by his Spirit working in due season, are justified, adopted, sanctified, and k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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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is power, through faith, unto salvation. Neither are any other redeemed by Christ, 
effectually called, justified, adopted, sanctified, and saved, but the elect only.

7. The rest of mankind God was pleased, according to the unsearchable counsel of his 
own will, whereby he extendeth or withholdeth mercy, as he pleaseth, for the glory of 
his sovereign power over his creatures, to pass by; and to ordain them to dishonor and 
wrath for their sin, to the praise of his glorious justice.

8. The doctrine of this high mystery of predestination is to be handled with special 
prudence and care, that men, attending the will of God revealed in his Word, and 
yielding obedience thereunto, may, from the certainty of their effectual vocation, be 
assured of their eternal election. So shall this doctrine afford matter of praise, reverence, 
and admiration of God; and of humility, diligence, and abundant consolation to all that 
sincerely obey the gospel.

CHAPTER 4

Of Creation

1. It pleased God the Father, Son, and Holy Ghost, for the manifestation of the glory of 
his eternal power, wisdom, and goodness, in the beginning, to create, or make of 
nothing, the world, and all things therein whether visible or invisible, in the space of six 
days; and all very good.

2. After God had made all other creatures, he created man, male and female, with 
reasonable and immortal souls, endued with knowledge, righteousness, and true 
holiness, after his own image; having the law of God written in their hearts, and power 
to fulfill it: and yet under a possibility of transgressing, being left to the liberty of their 
own will, which was subject unto change. Beside this law written in their hearts, they 
received a command, not to eat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which 
while they kept, they were happy in their communion with God, and had dominion over 
the creatures.

CHAPTER 5

Of Providence

1. God the great Creator of all things doth uphold, direct, dispose, and govern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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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ures, actions, and things, from the greatest even to the least, by his most wise and 
holy providence, according to his infallible foreknowledge, and the free and immutable 
counsel of his own will, to the praise of the glory of his wisdom, power, justice, 
goodness, and mercy.

2. Although, in relation to the foreknowledge and decree of God, the first Cause, all 
things come to pass immutably, and infallibly; yet, by the same providence, he ordereth 
them to fall out, according to the nature of second causes, either necessarily, freely, or 
contingently.

3. God, in his ordinary providence, maketh use of means, yet is free to work without, 
above, and against them, at his pleasure.

4. The almighty power, unsearchable wisdom, and infinite goodness of God so far 
manifest themselves in his providence, that it extendeth itself even to the first fall, and 
all other sins of angels and men; and that not by a bare permission, but such as hath 
joined with it a most wise and powerful bounding, and otherwise ordering, and 
governing of them, in a manifold dispensation, to his own holy ends; yet so, as the 
sinfulness thereof proceedeth only from the creature, and not from God, who, being 
most holy and righteous, neither is nor can be the author or approver of sin.

5. The most wise, righteous, and gracious God doth oftentimes leave, for a season, his 
own children to manifold temptations, and the corruption of their own hearts, to 
chastise them for their former sins, or to discover unto them the hidden strength of 
corruption and deceitfulness of their hearts, that they may be humbled; and, to raise 
them to a more close and constant dependence for their support upon himself, and to 
make them more watchful against all future occasions of sin, and for sundry other just 
and holy ends.

6. As for those wicked and ungodly men whom God, as a righteous Judge, for former 
sins, doth blind and harden, from them he not only withholdeth his grace whereby they 
might have been enlightened in their understandings, and wrought upon in their hearts; 
but sometimes also withdraweth the gifts which they had, and exposeth them to such 
objects as their corruption makes occasions of sin; and, withal, gives them over to their 
own lusts, the temptations of the world, and the power of Satan, whereby it comes to 
pass that they harden themselves, even under those means which God useth for the 
softening of others.

7. As the providence of God doth, in general, reach to all creatures; so, after a most 
special manner, it taketh care of his church, and disposeth all things to the good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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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Of the Fall of Man, of Sin, and of the Punishment Thereof

1. Our first parents, being seduced by the subtlety and temptation of Satan, sinned, in 
eating the forbidden fruit. This their sin, God was pleased, according to his wise and 
holy counsel, to permit, having purposed to order it to his own glory.

2. By this sin they fell from their original righteousness and communion with God, and 
so became dead in sin, and wholly defiled in all the parts and faculties of soul and 
body.

3. They being the root of all mankind, the guilt of this sin was imputed; and the same 
death in sin, and corrupted nature, conveyed to all their posterity descending from 
them by ordinary generation.

4. From this original corruption, whereby we are utterly indisposed, disabled, and made 
opposite to all good, and wholly inclined to all evil, do proceed all actual 
transgressions.

5. This corruption of nature, during this life, doth remain in those that are regenerated; 
and although it be, through Christ, pardoned, and mortified; yet both itself, and all the 
motions thereof, are truly and properly sin.

6. Every sin, both original and actual, being a transgression of the righteous law of 
God, and contrary thereunto, doth, in its own nature, bring guilt upon the sinner, 
whereby he is bound over to the wrath of God, and curse of the law, and so made 
subject to death, with all miseries spiritual, temporal, and eternal.

CHAPTER 7

Of God's Covenant with Man

1. The distance between God and the creature is so great, that although reasonable 
creatures do owe obedience unto him as their Creator, yet they could never have any 
fruition of him as their blessedness and reward, but by some voluntary condesc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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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God's part, which he hath been pleased to express by way of covenant.

2. The first covenant made with man was a covenant of works, wherein life was 
promised to Adam; and in him to his posterity, upon condition of perfect and personal 
obedience.

3. Man, by his fall, having made himself incapable of life by that covenant, the Lord 
was pleased to make a second, commonly called the covenant of grace; wherein he 
freely offereth unto sinners life and salvation by Jesus Christ; requiring of them faith in 
him, that they may be saved, and promising to give unto all those that are ordained 
unto eternal life his Holy Spirit, to make them willing, and able to believe.

4. This covenant of grace is frequently set forth in Scripture by the name of a 
testament, in reference to the death of Jesus Christ the Testator, and to the everlasting 
inheritance, with all things belonging to it, therein bequeathed.

5. This covenant was differently administered in the time of the law, and in the time of 
the gospel: under the law, it was administered by promises, prophecies, sacrifices, 
circumcision, the paschal lamb, and other types and ordinances delivered to the people 
of the Jews, all foresignifying Christ to come; which were, for that time, sufficient and 
efficacious, through the operation of the Spirit, to instruct and build up the elect in 
faith in the promised Messiah, by whom they had full remission of sins, and eternal 
salvation; and is called the old testament.

6. Under the gospel, when Christ, the substance, was exhibited, the ordinances in which 
this covenant is dispensed are the preaching of the Word, and the administration of the 
sacraments of baptism and the Lord's Supper: which, though fewer in number, and 
administered with more simplicity, and less outward glory, yet, in them, it is held forth 
in more fullness, evidence and spiritual efficacy, to all nations, both Jews and Gentiles; 
and is called the new testament. There are not therefore two covenants of grace, 
differing in substance, but one and the same, under various dispensations.

CHAPTER 8

Of Christ the Mediator

1. It pleased God, in his eternal purpose, to choose and ordain the Lord Jesus, his only 
begotten Son, to be the Mediator between God and man, the Prophet, Priest, and King, 
the Head and Savior of his church, the Heir of all things, and Judge of the world: unto 
whom he did from all eternity give a people, to be his seed, and to be by him i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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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eemed, called, justified, sanctified, and glorified.

2. The Son of God, the second person in the Trinity, being very and eternal God, of 
one substance and equal with the Father, did, when the fullness of time was come, take 
upon him man's nature, with all the essential properties, and common infirmities 
thereof, yet without sin; being conceived by the power of the Holy Ghost, in the womb 
of the virgin Mary, of her substance. So that two whole, perfect, and distinct natures, 
the Godhead and the manhood, were inseparably joined together in one person, 
without conversion, composition, or confusion. Which person is very God, and very man, 
yet one Christ, the only Mediator between God and man.

3. The Lord Jesus, in his human nature thus united to the divine, was sanctified, and 
anointed with the Holy Spirit, above measure, having in him all the treasures of wisdom 
and knowledge; in whom it pleased the Father that all fullness should dwell; to the end 
that, being holy, harmless, undefiled, and full of grace and truth, he might be 
thoroughly furnished to execute the office of a mediator, and surety. Which office he 
took not unto himself, but was thereunto called by his Father, who put all power and 
judgment into his hand, and gave him commandment to execute the same.

4. This office the Lord Jesus did most willingly undertake; which that he might 
discharge, he was made under the law, and did perfectly fulfill it; endured most 
grievous torments immediately in his soul, and most painful sufferings in his body; was 
crucified, and died, was buried, and remained under the power of death, yet saw no 
corruption. On the third day he arose from the dead, with the same body in which he 
suffered, with which also he ascended into heaven, and there sitteth at the right hand 
of his Father, making intercession, and shall return, to judge men and angels, at the 
end of the world.

5. The Lord Jesus, by his perfect obedience, and sacrifice of himself, which he, through 
the eternal Spirit, once offered up unto God, hath fully satisfied the justice of his 
Father; and purchased, not only reconciliation, but an everlasting inheritance in the 
kingdom of heaven, for all those whom the Father hath given unto him.

6. Although the work of redemption was not actually wrought by Christ till after his 
incarnation, yet the virtue, efficacy, and benefits thereof were communicated unto the 
elect, in all ages successively from the beginning of the world, in and by those 
promises, types, and sacrifices, wherein he was revealed, and signified to be the seed of 
the woman which should bruise the serpent's head; and the Lamb slain from the 
beginning of the world; being yesterday and today the same, and forever.

7. Christ, in the work of mediation, acts according to both natures, by each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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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ng that which is proper to itself; yet, by reason of the unity of the person, that 
which is proper to one nature is sometimes in Scripture attributed to the person 
denominated by the other nature.

8. To all those for whom Christ hath purchased redemption, he doth certainly and 
effectually apply and communicate the same; making intercession for them, and 
revealing unto them, in and by the Word, the mysteries of salvation; effectually 
persuading them by his Spirit to believe and obey, and governing their hearts by his 
Word and Spirit; overcoming all their enemies by his almighty power and wisdom, in 
such manner, and ways, as are most consonant to his wonderful and unsearchable 
dispensation.

CHAPTER 9

Of Free Will

1. God hath endued the will of man with that natural liberty, that it is neither forced, 
nor, by any absolute necessity of nature, determined to good, or evil.

2. Man, in his state of innocency, had freedom, and power to will and to do that which 
was good and well pleasing to God; but yet, mutably, so that he might fall from it.

3. Man, by his fall into a state of sin, hath wholly lost all ability of will to any spiritual 
good accompanying salvation: so as, a natural man, being altogether averse from that 
good, and dead in sin, is not able, by his own strength, to convert himself, or to 
prepare himself thereunto.

4. When God converts a sinner, and translates him into the state of grace, he freeth 
him from his natural bondage under sin; and, by his grace alone, enables him freely to 
will and to do that which is spiritually good; yet so, as that by reason of his remaining 
corruption, he doth not perfectly, nor only, will that which is good, but doth also will 
that which is evil.

5. The will of man is made perfectly and immutably free to good alone, in the state of 
glory only.

CHAPTER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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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Effectual Calling

1. All those whom God hath predestinated unto life, and those only, he is pleased, in 
his appointed and accepted time, effectually to call, by his Word and Spirit, out of that 
state of sin and death, in which they are by nature, to grace and salvation, by Jesus 
Christ; enlightening their minds spiritually and savingly to understand the things of God, 
taking away their heart of stone, and giving unto them a heart of flesh; renewing their 
wills, and, by his almighty power, determining them to that which is good, and 
effectually drawing them to Jesus Christ: yet so, as they come most freely, being made 
willing by his grace.

2. This effectual call is of God's free and special grace alone, not from anything at all 
foreseen in man, who is altogether passive therein, until, being quickened and renewed 
by the Holy Spirit, he is thereby enabled to answer this call, and to embrace the grace 
offered and conveyed in it.

3. Elect infants, dying in infancy, are regenerated, and saved by Christ, through the 
Spirit, who worketh when, and where, and how he pleaseth: so also are all other elect 
persons who are incapable of being outwardly called by the ministry of the Word.

4. Others, not elected, although they may be called by the ministry of the Word, and 
may have some common operations of the Spirit, yet they never truly come unto Christ, 
and therefore cannot be saved: much less can men, not professing the Christian 
religion, be saved in any other way whatsoever, be they never so diligent to frame their 
lives according to the light of nature, and the laws of that religion they do profess. 
And, to assert and maintain that they may, is very pernicious, and to be detested.

CHAPTER 11

Of Justification

1. Those whom God effectually calleth, he also freely justifieth: not by infusing 
righteousness into them, but by pardoning their sins, and by accounting and accepting 
their persons as righteous; not for anything wrought in them, or done by them, but for 
Christ's sake alone; nor by imputing faith itself, the act of believing, or any other 
evangelical obedience to them, as their righteousness; but by imputing the obedience 
and satisfaction of Christ unto them, they receiving and resting on him and his 
righteousness, by faith; which faith they have not of themselves, it is the gift of God.

2. Faith, thus receiving and resting on Christ and his righteousness, is the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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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 of justification: yet is it not alone in the person justified, but is ever 
accompanied with all other saving graces, and is no dead faith, but worketh by love.

3. Christ, by his obedience and death, did fully discharge the debt of all those that are 
thus justified, and did make a proper, real, and full satisfaction to his Father's justice in 
their behalf. Yet, inasmuch as he was given by the Father for them; and his obedience 
and satisfaction accepted in their stead; and both, freely, not for anything in them; their 
justification is only of free grace; that both the exact justice and rich grace of God 
might be glorified in the justification of sinners.

4. God did, from all eternity, decree to justify all the elect, and Christ did, in the 
fullness of time, die for their sins, and rise again for their justification: nevertheless, they 
are not justified, until the Holy Spirit doth, in due time, actually apply Christ unto them.

5. God doth continue to forgive the sins of those that are justified; and, although they 
can never fall from the state of justification, yet they may, by their sins, fall under 
God's fatherly displeasure, and not have the light of his countenance restored unto 
them, until they humble themselves, confess their sins, beg pardon, and renew their 
faith and repentance.

6. The justification of believers under the old testament was, in all these respects, one 
and the same with the justification of believers under the new testament.

CHAPTER 12

Of Adoption

1. All those that are justified, God vouchsafeth, in and for his only Son Jesus Christ, to 
make partakers of the grace of adoption, by which they are taken into the number, and 
enjoy the liberties and privileges of the children of God, have his name put upon them, 
receive the Spirit of adoption, have access to the throne of grace with boldness, are 
enabled to cry, Abba, Father, are pitied, protected, provided for, and chastened by him, 
as by a father: yet never cast off, but sealed to the day of redemption; and inherit the 
promises, as heirs of everlasting salvation.

CHAPTER 13

Of Sanc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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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y, who are once effectually called, and regenerated, having a new heart, and a 
new spirit created in them, are further sanctified, really and personally, through the 
virtue of Christ's death and resurrection, by his Word and Spirit dwelling in them: the 
dominion of the whole body of sin is destroyed, and the several lusts thereof are more 
and more weakened and mortified; and they more and more quickened and 
strengthened in all saving graces, to the practice of true holiness, without which no 
man shall see the Lord.

2. This sanctification is throughout, in the whole man; yet imperfect in this life, there 
abiding still some remnants of corruption in every part; whence ariseth a continual and 
irreconcilable war, the flesh lusting against the Spirit, and the Spirit against the flesh.

3. In which war, although the remaining corruption, for a time, may much prevail; yet, 
through the continual supply of strength from the sanctifying Spirit of Christ, the 
regenerate part doth overcome; and so, the saints grow in grace, perfecting holiness in 
the fear of God.

CHAPTER 14

Of Saving Faith

1. The grace of faith, whereby the elect are enabled to believe to the saving of their 
souls, is the work of the Spirit of Christ in their hearts, and is ordinarily wrought by the 
ministry of the Word, by which also, and by the administration of the sacraments, and 
prayer, it is increased and strengthened.

2. By this faith, a Christian believeth to be true whatsoever is revealed in the Word, for 
the authority of God himself speaking therein; and acteth differently upon that which 
each particular passage thereof containeth; yielding obedience to the commands, 
trembling at the threatenings, and embracing the promises of God for this life, and that 
which is to come. But the principal acts of saving faith are accepting, receiving, and 
resting upon Christ alone for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and eternal life, by virtue of the 
covenant of grace.

3. This faith is different in degrees, weak or strong; may be often and many ways 
assailed, and weakened, but gets the victory: growing up in many to the attainment of 
a full assurance, through Christ, who is both the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CHAPTER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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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Repentance unto Life

1. Repentance unto life is an evangelical grace, the doctrine whereof is to be preached 
by every minister of the gospel, as well as that of faith in Christ.

2. By it, a sinner, out of the sight and sense not only of the danger, but also of the 
filthiness and odiousness of his sins, as contrary to the holy nature, and righteous law 
of God; and upon the apprehension of his mercy in Christ to such as are penitent, so 
grieves for, and hates his sins, as to turn from them all unto God, purposing and 
endeavoring to walk with him in all the ways of his commandments.

3. Although repentance be not to be rested in, as any satisfaction for sin, or any cause 
of the pardon thereof, which is the act of God's free grace in Christ; yet it is of such 
necessity to all sinners, that none may expect pardon without it.

4. As there is no sin so small, but it deserves damnation; so there is no sin so great, 
that it can bring damnation upon those who truly repent.

5. Men ought not to content themselves with a general repentance, but it is every 
man's duty to endeavor to repent of his particular sins, particularly.

6. As every man is bound to make private confession of his sins to God, praying for 
the pardon thereof; upon which, and the forsaking of them, he shall find mercy; so, he 
that scandalizeth his brother, or the church of Christ, ought to be willing, by a private 
or public confession, and sorrow for his sin, to declare his repentance to those that are 
offended, who are thereupon to be reconciled to him, and in love to receive him.

CHAPTER 16

Of Good Works

1. Good works are only such as God hath commanded in his holy Word, and not such 
as, without the warrant thereof, are devised by men, out of blind zeal, or upon any 
pretense of good intention.

2. These good works, done in obedience to God's commandments, are the frui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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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dences of a true and lively faith: and by them believers manifest their thankfulness, 
strengthen their assurance, edify their brethren, adorn the profession of the gospel, stop 
the mouths of the adversaries, and glorify God, whose workmanship they are, created in 
Christ Jesus thereunto, that, having their fruit unto holiness, they may have the end, 
eternal life.

3. Their ability to do good works is not at all of themselves, but wholly from the Spirit 
of Christ. And that they may be enabled thereunto, beside the graces they have already 
received, there is required an actual influence of the same Holy Spirit, to work in them 
to will, and to do, of his good pleasure: yet are they not hereupon to grow negligent, 
as if they were not bound to perform any duty unless upon a special motion of the 
Spirit; but they ought to be diligent in stirring up the grace of God that is in them.

4. They who, in their obedience, attain to the greatest height which is possible in this 
life, are so far from being able to supererogate, and to do more than God requires, as 
that they fall short of much which in duty they are bound to do.

5. We cannot by our best works merit pardon of sin, or eternal life at the hand of 
God, by reason of the great disproportion that is between them and the glory to come; 
and the infinite distance that is between us and God, whom, by them, we can neither 
profit, nor satisfy for the debt of our former sins, but when we have done all we can, 
we have done but our duty, and are unprofitable servants: and because, as they are 
good, they proceed from his Spirit; and as they are wrought by us, they are defiled, 
and mixed with so much weakness and imperfection, that they cannot endure the 
severity of God's judgment.

6. Notwithstanding, the persons of believers being accepted through Christ, their good 
works also are accepted in him; not as though they were in this life wholly unblamable 
and unreprovable in God's sight; but that he, looking upon them in his Son, is pleased 
to accept and reward that which is sincere, although accompanied with many 
weaknesses and imperfections.

7. Works done by unregenerate men, although for the matter of them they may be 
things which God commands; and of good use both to themselves and others: yet, 
because they proceed not from an heart purified by faith; nor are done in a right 
manner, according to the Word; nor to a right end, the glory of God, they are 
therefore sinful, and cannot please God, or make a man meet to receive grace from 
God: and yet, their neglect of them is more sinful and displeasing unto God.

CHAPTER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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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

1. They, whom God hath accepted in his Beloved, effectually called, and sanctified by 
his Spirit, can neither totally nor finally fall away from the state of grace, but shall 
certainly persevere therein to the end, and be eternally saved.

2. This perseverance of the saints depends not upon their own free will, but upon the 
immutability of the decree of election, flowing from the free and unchangeable love of 
God the Father; upon the efficacy of the merit and intercession of Jesus Christ, the 
abiding of the Spirit, and of the seed of God within them, and the nature of the 
covenant of grace: from all which ariseth also the certainty and infallibility thereof.

3. Nevertheless, they may, through the temptations of Satan and of the world, the 
prevalency of corruption remaining in them, and the neglect of the means of their 
preservation, fall into grievous sins; and, for a time, continue therein: whereby they incur 
God's displeasure, and grieve his Holy Spirit, come to be deprived of some measure of 
their graces and comforts, have their hearts hardened, and their consciences wounded; 
hurt and scandalize others, and bring temporal judgments upon themselves.

CHAPTER 18

Of the Assurance of Grace and Salvation

1. Although hypocrites and other unregenerate men may vainly deceive themselves with 
false hopes and carnal presumptions of being in the favor of God, and estate of 
salvation (which hope of theirs shall perish): yet such as truly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love him in sincerity, endeavoring to walk in all good conscience before him, may, 
in this life, be certainly assured that they are in the state of grace, and may rejoice in 
the hope of the glory of God, which hope shall never make them ashamed.

2. This certainty is not a bare conjectural and probable persuasion grounded upon a 
fallible hope; but an infallible assurance of faith founded upon the divine truth of the 
promises of salvation, the inward evidence of those graces unto which these promises 
are made, the testimony of the Spirit of adoption witnessing with our spirits that we 
are the children of God, which Spirit is the earnest of our inheritance, whereby we are 
sealed to the day of redemption.

3. This infallible assurance doth not so belong to the essence of faith, but that a true 
believer may wait long, and conflict with many difficulties before he be partaker of it: 
yet, being enabled by the Spirit to know the things which are freely given him of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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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may, without extraordinary revelation, in the right use of ordinary means, attain 
thereunto. And therefore it is the duty of everyone to give all diligence to make his 
calling and election sure, that thereby his heart may be enlarged in peace and joy in 
the Holy Ghost, in love and thankfulness to God, and in strength and cheerfulness in 
the duties of obedience, the proper fruits of this assurance; so far is it from inclining 
men to looseness.

4. True believers may have the assurance of their salvation divers ways shaken, 
diminished, and intermitted; as, by negligence in preserving of it, by falling into some 
special sin which woundeth the conscience and grieveth the Spirit; by some sudden or 
vehement temptation, by God's withdrawing the light of his countenance, and suffering 
even such as fear him to walk in darkness and to have no light: yet are they never 
utterly destitute of that seed of God, and life of faith, that love of Christ and the 
brethren, that sincerity of heart, and conscience of duty, out of which, by the operation 
of the Spirit, this assurance may, in due time, be revived; and by the which, in the 
meantime, they are supported from utter despair.

CHAPTER 19

Of the Law of God

1. God gave to Adam a law, as a covenant of works, by which he bound him and all 
his posterity to personal, entire, exact, and perpetual obedience, promised life upon the 
fulfilling, and threatened death upon the breach of it, and endued him with power and 
ability to keep it.

2. This law, after his fall, continued to be a perfect rule of righteousness; and, as such, 
was delivered by God upon Mount Sinai, in ten commandments, and written in two 
tables: the first four commandments containing our duty towards God; and the other 
six, our duty to man.

3. Beside this law, commonly called moral, God was pleased to give to the people of 
Israel, as a church under age, ceremonial laws, containing several typical ordinances, 
partly of worship, prefiguring Christ, his graces, actions, sufferings, and benefits; and 
partly, holding forth divers instructions of moral duties. All which ceremonial laws are 
now abrogated, under the new testament.

4. To them also, as a body politic, he gave sundry judicial laws, which expired together 
with the State of that people; not obliging any other now, further than the general 
equity thereof may requ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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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e moral law doth forever bind all, as well justified persons as others, to the 
obedience thereof; and that, not only in regard of the matter contained in it, but also 
in respect of the authority of God the Creator, who gave it. Neither doth Christ, in the 
gospel, any way dissolve, but much strengthen this obligation.

6. Although true believers be not under the law, as a covenant of works, to be thereby 
justified, or condemned; yet is it of great use to them, as well as to others; in that, as 
a rule of life informing them of the will of God, and their duty, it directs and binds 
them to walk accordingly; discovering also the sinful pollutions of their nature, hearts, 
and lives; so as, examining themselves thereby, they may come to further conviction of, 
humiliation for, and hatred against sin, together with a clearer sight of the need they 
have of Christ, and the perfection of his obedience. It is likewise of use to the 
regenerate, to restrain their corruptions, in that it forbids sin: and the threatenings of it 
serve to show what even their sins deserve; and what afflictions, in this life, they may 
expect for them, although freed from the curse thereof threatened in the law. The 
promises of it, in like manner, show them God's approbation of obedience, and what 
blessings they may expect upon the performance thereof: although not as due to them 
by the law as a covenant of works. So as, a man's doing good, and refraining from 
evil, because the law encourageth to the one, and deterreth from the other, is no 
evidence of his being under the law; and, not under grace.

7. Neither are the forementioned uses of the law contrary to the grace of the gospel, 
but do sweetly comply with it; the Spirit of Christ subduing and enabling the will of 
man to do that freely, and cheerfully, which the will of God, revealed in the law, 
requireth to be done.

CHAPTER 20

Of Christian Liberty, and Liberty of Conscience

1. The liberty which Christ hath purchased for believers under the gospel consists in 
their freedom from the guilt of sin, the condemning wrath of God, the curse of the 
moral law; and, in their being delivered from this present evil world, bondage to Satan, 
and dominion of sin; from the evil of afflictions, the sting of death, the victory of the 
grave, and everlasting damnation; as also, in their free access to God, and their yielding 
obedience unto him, not out of slavish fear, but a childlike love and willing mind. All 
which were common also to believers under the law. But, under the new testament, the 
liberty of Christians is further enlarged, in their freedom from the yoke of the 
ceremonial law, to which the Jewish church was subjected; and in greater boldness of 
access to the throne of grace, and in fuller communications of the free Spirit of God, 
than believers under the law did ordinarily partake of.

2. God alone is Lord of the conscience, and hath left it free from the doctrines and 



- 267 -

commandments of men, which are, in anything, contrary to his Word; or beside it, if 
matters of faith, or worship. So that, to believe such doctrines, or to obey such 
commands, out of conscience, is to betray true liberty of conscience: and the requiring 
of an implicit faith, and an absolute and blind obedience, is to destroy liberty of 
conscience, and reason also.

3. They who, upon pretense of Christian liberty, do practice any sin, or cherish any lust, 
do thereby destroy the end of Christian liberty, which is, that being delivered out of the 
hands of our enemies, we might serve the Lord without fear, in holiness and 
righteousness before him, all the days of our life.

4. And because the powers which God hath ordained, and the liberty which Christ hath 
purchased, are not intended by God to destroy, but mutually to uphold and preserve 
one another, they who, upon pretense of Christian liberty, shall oppose any lawful 
power, or the lawful exercise of it, whether it be civil or ecclesiastical, resist the 
ordinance of God. And, for their publishing of such opinions, or maintaining of such 
practices, as are contrary to the light of nature, or to the known principles of 
Christianity (whether concerning faith, worship, or conversation), or to the power of 
godliness; or, such erroneous opinions or practices, as either in their own nature, or in 
the manner of publishing or maintaining them, are destructive to the external peace 
and order which Christ hath established in the church, they may lawfully be called to 
account, and proceeded against, by the censures of the church.

CHAPTER 21

Of Religious Worship, and the Sabbath Day

1. The light of nature showeth that there is a God, who hath lordship and sovereignty 
over all, is good, and doth good unto all, and is therefore to be feared, loved, praised, 
called upon, trusted in, and served, with all the heart, and with all the soul, and with 
all the might. But the acceptable way of worshiping the true God is instituted by 
himself, and so limited by his own revealed will, that he may not be worshiped 
according to the imaginations and devices of men, or the suggestions of Satan, under 
any visible representation, or any other way not prescribed in the Holy Scripture.

2. Religious worship is to be given to God, the Father, Son, and Holy Ghost; and to 
him alone; not to angels, saints, or any other creature: and, since the fall, not without a 
Mediator; nor in the mediation of any other but of Christ alone.

3. Prayer, with thanksgiving, being one special part of religious worship, is by God 
required of all men: and, that it may be accepted, it is to be made in the nam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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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 by the help of his Spirit, according to his will, with understanding, reverence, 
humility, fervency, faith, love, and perseverance; and, if vocal, in a known tongue.

4. Prayer is to be made for things lawful; and for all sorts of men living, or that shall 
live hereafter: but not for the dead, nor for those of whom it may be known that they 
have sinned the sin unto death.

5. The reading of the Scriptures with godly fear, the sound preaching and conscionable 
hearing of the Word, in obedience unto God, with understanding, faith, and reverence, 
singing of psalms with grace in the heart; as also, the due administration and worthy 
receiving of the sacraments instituted by Christ, are all parts of the ordinary religious 
worship of God: beside religious oaths, vows, solemn fastings, and thanksgivings upon 
special occasions, which are, in their several times and seasons, to be used in an holy 
and religious manner.

6. Neither prayer, nor any other part of religious worship, is now, under the gospel, 
either tied unto, or made more acceptable by any place in which it is performed, or 
towards which it is directed: but God is to be worshiped everywhere, in spirit and truth; 
as, in private families daily, and in secret, each one by himself; so, more solemnly in 
the public assemblies, which are not carelessly or willfully to be neglected, or forsaken, 
when God, by his Word or providence, calleth thereunto.

7. As it is the law of nature, that, in general, a due proportion of time be set apart for 
the worship of God; so, in his Word, by a positive, moral, and perpetual commandment 
binding all men in all ages, he hath particularly appointed one day in seven, for a 
Sabbath, to be kept holy unto him: which, from the beginning of the world to the 
resurrection of Christ, was the last day of the week; and, from the resurrection of Christ, 
was changed into the first day of the week, which, in Scripture, is called the Lord's day, 
and is to be continued to the end of the world, as the Christian Sabbath.

8. This Sabbath is then kept holy unto the Lord, when men, after a due preparing of 
their hearts, and ordering of their common affairs beforehand, do not only observe an 
holy rest, all the day, from their own works, words, and thoughts about their worldly 
employments and recreations, but also are taken up, the whole time, in the public and 
private exercises of his worship, and in the duties of necessity and mercy.

CHAPTER 22

Of Lawful Oaths and V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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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lawful oath is a part of religious worship, wherein, upon just occasion, the person 
swearing solemnly calleth God to witness what he asserteth, or promiseth, and to judge 
him according to the truth or falsehood of what he sweareth.

2. The name of God only is that by which men ought to swear, and therein it is to be 
used with all holy fear and reverence. Therefore, to swear vainly, or rashly, by that 
glorious and dreadful Name; or, to swear at all by any other thing, is sinful, and to be 
abhorred. Yet, as in matters of weight and moment, an oath is warranted by the Word 
of God, under the new testament as well as under the old; so a lawful oath, being 
imposed by lawful authority, in such matters, ought to be taken.

3. Whosoever taketh an oath ought duly to consider the weightiness of so solemn an 
act, and therein to avouch nothing but what he is fully persuaded is the truth: neither 
may any man bind himself by oath to anything but what is good and just, and what 
he believeth so to be, and what he is able and resolved to perform.

4. An oath is to be taken in the plain and common sense of the words, without 
equivocation, or mental reservation. It cannot oblige to sin; but in anything not sinful, 
being taken, it binds to performance, although to a man's own hurt. Nor is it to be 
violated, although made to heretics, or infidels.

5. A vow is of the like nature with a promissory oath, and ought to be made with the 
like religious care, and to be performed with the like faithfulness.

6. It is not to be made to any creature, but to God alone: and, that it may be 
accepted, it is to be made voluntarily, out of faith, and conscience of duty, in way of 
thankfulness for mercy received, or for the obtaining of what we want, whereby we 
more strictly bind ourselves to necessary duties; or, to other things, so far and so long 
as they may fitly conduce thereunto.

7. No man may vow to do anything forbidden in the Word of God, or what would 
hinder any duty therein commanded, or which is not in his own power, and for the 
performance whereof he hath no promise of ability from God. In which respects, popish 
monastical vows of perpetual single life, professed poverty, and regular obedience, are 
so far from being degrees of higher perfection, that they are superstitious and sinful 
snares, in which no Christian may entangle himself.

CHAPTER 23

Of the Civil Magi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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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od, the supreme Lord and King of all the world, hath ordained civil magistrates, to 
be, under him, over the people, for his own glory, and the public good: and, to this 
end, hath armed them with the power of the sword, for the defense and 
encouragement of them that are good, and for the punishment of evildoers.

2. It is lawful for Christians to accept and execute the office of a magistrate, when 
called thereunto: in the managing whereof, as they ought especially to maintain piety, 
justice, and peace, according to the wholesome laws of each commonwealth; so, for 
that end, they may lawfully, now under the new testament, wage war, upon just and 
necessary occasion.

3. Civil magistrates may not assume to themselves the administration of the Word and 
sacraments; or the power of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or, in the least, 
interfere in matters of faith. Yet, as nursing fathers, it is the duty of civil magistrates to 
protect the church of our common Lord, without giving the preference to any 
denomination of Christians above the rest, in such a manner that all ecclesiastical 
persons whatever shall enjoy the full, free, and unquestioned liberty of discharging every 
part of their sacred functions, without violence or danger. And, as Jesus Christ hath 
appointed a regular government and discipline in his church, no law of any 
commonwealth should interfere with, let, or hinder, the due exercise thereof, among the 
voluntary members of any denomination of Christians, according to their own profession 
and belief. It is the duty of civil magistrates to protect the person and good name of 
all their people, in such an effectual manner as that no person be suffered, either upon 
pretense of religion or of infidelity, to offer any indignity, violence, abuse, or injury to 
any other person whatsoever: and to take order, that all religious and ecclesiastical 
assemblies be held without molestation or disturbance.

4. It is the duty of people to pray for magistrates, to honor their persons, to pay them 
tribute or other dues, to obey their lawful commands, and to be subject to their 
authority, for conscience' sake. Infidelity, or difference in religion, doth not make void 
the magistrates' just and legal authority, nor free the people from their due obedience 
to them: from which ecclesiastical persons are not exempted, much less hath the pope 
any power and jurisdiction over them in their dominions, or over any of their people; 
and, least of all, to deprive them of their dominions, or lives, if he shall judge them to 
be heretics, or upon any other pretense whatsoever.

CHAPTER 24

Of Marriage and Divorce

1. Marriage is to be between one man and one woman: neither is it lawful for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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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 to have more than one wife, nor for any woman to have more than one husband, 
at the same time.

2. Marriage was ordained for the mutual help of husband and wife, for the increase of 
mankind with legitimate issue, and of the church with an holy seed; and for preventing 
of uncleanness.

3. It is lawful for all sorts of people to marry, who are able with judgment to give their 
consent. Yet it is the duty of Christians to marry only in the Lord. And therefore such 
as profess the true reformed religion should not marry with infidels, papists, or other 
idolaters: neither should such as are godly be unequally yoked, by marrying with such 
as are notoriously wicked in their life, or maintain damnable heresies.

4. Marriage ought not to be within the degrees of consanguinity or affinity forbidden 
by the Word. Nor can such incestuous marriages ever be made lawful by any law of 
man or consent of parties, so as those persons may live together as man and wife.

5. Adultery or fornication committed after a contract, being detected before marriage, 
giveth just occasion to the innocent party to dissolve that contract. In the case of 
adultery after marriage, it is lawful for the innocent party to sue out a divorce: and, 
after the divorce, to marry another, as if the offending party were dead.

6. Although the corruption of man be such as is apt to study arguments unduly to put 
asunder those whom God hath joined together in marriage: yet, nothing but adultery, 
or such willful desertion as can no way be remedied by the church, or civil magistrate, 
is cause sufficient of dissolving the bond of marriage: wherein, a public and orderly 
course of proceeding is to be observed; and the persons concerned in it not left to 
their own wills, and discretion, in their own case.

CHAPTER 25

Of the Church

1. The catholic or universal church, which is invisible, consists of the whole number of 
the elect, that have been, are, or shall be gathered into one, under Christ the Head 
thereof; and is the spouse, the body, the fullness of him that filleth all in all.

2. The visible church, which is also catholic or universal under the gospel (not confined 



- 272 -

to one nation, as before under the law), consists of all those throughout the world that 
profess the true religion; and of their children: and is the kingdom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house and family of God, out of which there is no ordinary possibility of 
salvation.

3. Unto this catholic visible church Christ hath given the ministry, oracles, and 
ordinances of God, for the gathering and perfecting of the saints, in this life, to the 
end of the world: and doth, by his own presence and Spirit, according to his promise, 
make them effectual thereunto.

4. This catholic church hath been sometimes more, sometimes less visible. And particular 
churches, which are members thereof, are more or less pure, according as the doctrine 
of the gospel is taught and embraced, ordinances administered, and public worship 
performed more or less purely in them.

5. The purest churches under heaven are subject both to mixture and error; and some 
have so degenerated, as to become no churches of Christ, but synagogues of Satan. 
Nevertheless, there shall be always a church on earth, to worship God according to his 
will.

6. There is no other head of the church but the Lord Jesus Christ. Nor can the pope of 
Rome, in any sense, be head thereof.

CHAPTER 26

Of the Communion of Saints

1. All saints, that are united to Jesus Christ their Head, by his Spirit, and by faith, have 
fellowship with him in his graces, sufferings, death, resurrection, and glory: and, being 
united to one another in love, they have communion in each other's gifts and graces, 
and are obliged to the performance of such duties, public and private, as do conduce 
to their mutual good, both in the inward and outward man.

2. Saints by profession are bound to maintain an holy fellowship and communion in the 
worship of God, and in performing such other spiritual services as tend to their mutual 
edification; as also in relieving each other in outward things, according to their several 
abilities and necessities. Which communion, as God offereth opportunity, is to be 
extended unto all those who, in every place,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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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is communion which the saints have with Christ, doth not make them in any wise 
partakers of the substance of his Godhead; or to be equal with Christ in any respect: 
either of which to affirm is impious and blasphemous. Nor doth their communion one 
with another, as saints, take away, or infringe the title or propriety which each man 
hath in his goods and possessions.

CHAPTER 27

Of the Sacraments

1. Sacraments are holy signs and seals of the covenant of grace, immediately instituted 
by God, to represent Christ, and his benefits; and to confirm our interest in him: as 
also, to put a visible difference between those that belong unto the church, and the 
rest of the world; and solemnly to engage them to the service of God in Christ, 
according to his Word.

2. There is, in every sacrament, a spiritual relation, or sacramental union, between the 
sign and the thing signified: whence it comes to pass, that the names and effects of 
the one are attributed to the other.

3. The grace which is exhibited in or by the sacraments rightly used, is not conferred 
by any power in them; neither doth the efficacy of a sacrament depend upon the piety 
or intention of him that doth administer it: but upon the work of the Spirit, and the 
word of institution, which contains, together with a precept authorizing the use thereof, 
a promise of benefit to worthy receivers.

4. There be only two sacraments ordained by Christ our Lord in the Gospel; that is to 
say, baptism, and the Supper of the Lord: neither of which may be dispensed by any, 
but by a minister of the Word lawfully ordained.

5. The sacraments of the old testament, in regard of the spiritual things thereby 
signified and exhibited, were, for substance, the same with those of the new.

CHAPTER 28

Of Baptism

1. Baptism is a sacrament of the new testament, ordained by Jesus Christ, not only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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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lemn admission of the party baptized into the visible church; but also, to be unto 
him a sign and seal of the covenant of grace, of his ingrafting into Christ, of 
regeneration, of remission of sins, and of his giving up unto God, through Jesus Christ, 
to walk in newness of life. Which sacrament is, by Christ's own appointment, to be 
continued in his church until the end of the world.

2. The outward element to be used in this sacrament is water, wherewith the party is 
to be baptized,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Ghost, by 
a minister of the gospel, lawfully called thereunto.

3. Dipping of the person into the water is not necessary; but baptism is rightly 
administered by pouring, or sprinkling water upon the person.

4. Not only those that do actually profess faith in and obedience unto Christ, but also 
the infants of one, or both, believing parents, are to be baptized.

5. Although it be a great sin to contemn or neglect this ordinance, yet grace and 
salvation are not so inseparably annexed unto it, as that no person can be regenerated, 
or saved, without it; or, that all that are baptized are undoubtedly regenerated.

6. The efficacy of baptism is not tied to that moment of time wherein it is 
administered; yet, notwithstanding, by the right use of this ordinance, the grace 
promised is not only offered, but really exhibited, and conferred, by the Holy Ghost, to 
such (whether of age or infants) as that grace belongeth unto, according to the counsel 
of God's own will, in his appointed time.

7. The sacrament of baptism is but once to be administered unto any person.

CHAPTER 29

Of the Lord's Supper

1. Our Lord Jesus, in the night wherein he was betrayed, instituted the sacrament of his 
body and blood, called the Lord's Supper, to be observed in his church, unto the end 
of the world, for the perpetual remembrance of the sacrifice of himself in his death; the 
sealing all benefits thereof unto true believers, their spiritual nourishment and growth in 
him, their further engagement in and to all duties which they owe unto him; and, to be 
a bond and pledge of their communion with him, and with each other, as member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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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 mystical body.

2. In this sacrament, Christ is not offered up to his Father; nor any real sacrifice made 
at all, for remission of sins of the quick or dead; but only a commemoration of that 
one offering up of himself, by himself, upon the cross, once for all: and a spiritual 
oblation of all possible praise unto God, for the same: so that the popish sacrifice of 
the mass (as they call it) is most abominably injurious to Christ's one, only sacrifice, the 
alone propitiation for all the sins of his elect.

3. The Lord Jesus hath, in this ordinance, appointed his ministers to declare his word of 
institution to the people; to pray, and bless the elements of bread and wine, and 
thereby to set them apart from a common to an holy use; and to take and break the 
bread, to take the cup, and (they communicating also themselves) to give both to the 
communicants; but to none who are not then present in the congregation.

4. Private masses, or receiving this sacrament by a priest, or any other, alone; as 
likewise, the denial of the cup to the people, worshiping the elements, the lifting them 
up, or carrying them about, for adoration, and the reserving them for any pretended 
religious use; are all contrary to the nature of this sacrament, and to the institution of 
Christ.

5. The outward elements in this sacrament, duly set apart to the uses ordained by 
Christ, have such relation to him crucified, as that, truly, yet sacramentally only, they are 
sometimes called by the name of the things they represent, to wit, the body and blood 
of Christ; albeit, in substance and nature, they still remain truly and only bread and 
wine, as they were before.

6. That doctrine which maintains a change of the substance of bread and wine, into the 
substance of Christ's body and blood (commonly called transubstantiation) by 
consecration of a priest, or by any other way, is repugnant, not to Scripture alone, but 
even to common sense, and reason; overthroweth the nature of the sacrament, and 
hath been, and is, the cause of manifold superstitions; yea, of gross idolatries.

7. Worthy receivers, outwardly partaking of the visible elements, in this sacrament, do 
then also, inwardly by faith, really and indeed, yet not carnally and corporally but 
spiritually, receive, and feed upon, Christ crucified, and all benefits of his death: the 
body and blood of Christ being then, not corporally or carnally, in, with, or under the 
bread and wine; yet, as really, but spiritually, present to the faith of believers in that 
ordinance, as the elements themselves are to their outward s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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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lthough ignorant and wicked men receive the outward elements in this sacrament; 
yet, they receive not the thing signified thereby; but, by their unworthy coming 
thereunto, are guilty of the body and blood of the Lord, to their own damnation. 
Wherefore, all ignorant and ungodly persons, as they are unfit to enjoy communion 
with him, so are they unworthy of the Lord's table; and cannot, without great sin 
against Christ, while they remain such, partake of these holy mysteries, or be admitted 
thereunto.

CHAPTER 30

Of Church Censures

1. The Lord Jesus, as King and Head of his church, hath therein appointed a 
government, in the hand of church officers, distinct from the civil magistrate.

2. To these officers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are committed; by virtue 
whereof, they have power, respectively, to retain, and remit sins; to shut that kingdom 
against the impenitent, both by the Word, and censures; and to open it unto penitent 
sinners, by the ministry of the gospel; and by absolution from censures, as occasion 
shall require.

3. Church censures are necessary, for the reclaiming and gaining of offending brethren, 
for deterring of others from the like offenses, for purging out of that leaven which 
might infect the whole lump, for vindicating the honor of Christ, and the holy 
profession of the gospel, and for preventing the wrath of God, which might justly fall 
upon the church, if they should suffer his covenant, and the seals thereof, to be 
profaned by notorious and obstinate offenders.

4. For the better attaining of these ends, the officers of the church are to proceed by 
admonition; suspension from the sacrament of the Lord's Supper for a season; and by 
excommunication from the church;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crime, and demerit of 
the person.

CHAPTER 31

Of Synods and Councils

1. For the better government, and further edification of the church, there ought to be 
such assemblies as are commonly called synods or councils: and it belongeth to the 
overseers and other rulers of the particular churches, by virtue of their office,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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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which Christ hath given them for edification and not for destruction, to appoint 
such assemblies; and to convene together in them, as often as they shall judge it 
expedient for the good of the church.

2. It belongeth to synods and councils, ministerially to determine controversies of faith, 
and cases of conscience; to set down rules and directions for the better ordering of the 
public worship of God, and government of his church; to receive complaints in cases of 
maladministration, and authoritatively to determine the same: which decrees and 
determinations, if consonant to the Word of God, are to be received with reverence and 
submission; not only for their agreement with the Word, but also for the power 
whereby they are made, as being an ordinance of God appointed thereunto in his 
Word.

3. All synods or councils, since the Apostles' times, whether general or particular, may 
err; and many have erred. Therefore they are not to be made the rule of faith, or 
practice; but to be used as a help in both.

4. Synods and councils are to handle, or conclude nothing, but that which is 
ecclesiastical: and are not to intermeddle with civil affairs which concern the 
commonwealth, unless by way of humble petition in cases extraordinary; or, by way of 
advice, for satisfaction of conscience, if they be thereunto required by the civil 
magistrate.

CHAPTER 32

Of the State of Men after Death, and of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1. The bodies of men, after death, return to dust, and see corruption: but their souls, 
which neither die nor sleep, having an immortal subsistence, immediately return to God 
who gave them: the souls of the righteous, being then made perfect in holiness, are 
received into the highest heavens, where they behold the face of God, in light and 
glory, waiting for the full redemption of their bodies. And the souls of the wicked are 
cast into hell, where they remain in torments and utter darkness, reserved to the 
judgment of the great day. Besides these two places, for souls separated from their 
bodies, the Scripture acknowledgeth none.

2. At the last day, such as are found alive shall not die, but be changed: and all the 
dead shall be raised up, with the selfsame bodies, and none other (although with 
different qualities), which shall be united again to their souls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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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bodies of the unjust shall, by the power of Christ, be raised to dishonor: the 
bodies of the just, by his Spirit, unto honor; and be made conformable to his own 
glorious body.

CHAPTER 33

Of the Last Judgment

1. God hath appointed a day, wherein he will judge the world, in righteousness, by 
Jesus Christ, to whom all power and judgment is given of the Father. In which day, not 
only the apostate angels shall be judged, but likewise all persons that have lived upon 
earth shall appear before the tribunal of Christ, to give an account of their thoughts, 
words, and deeds; and to receive according to what they have done in the body, 
whether good or evil.

2. The end of God's appointing this day is for the manifestation of the glory of his 
mercy, in the eternal salvation of the elect; and of his justice, in the damnation of the 
reprobate, who are wicked and disobedient. For then shall the righteous go into 
everlasting life, and receive that fullness of joy and refreshing, which shall come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but the wicked who know not God, and obey not the gospel 
of Jesus Christ, shall be cast into eternal torments, and be punished with everlasting 
destruction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from the glory of his power.

3. As Christ would have us to be certainly persuaded that there shall be a day of 
judgment, both to deter all men from sin; and for the greater consolation of the godly 
in their adversity: so will he have that day unknown to men, that they may shake off 
all carnal security, and be always watchful, because they know not at what hour the 
Lord will come; and may be ever prepared to say, Come Lord Jesus, come quickly, 
Amen.

CHAPTER 34

Of the Holy Spirit

1. The Holy Spirit, the third Person in the Trinity, proceeding from the Father and the 
Son, of the same substance and equal in power and glory, is, together with the Father 
and the Son, to be believed in, loved, obeyed, and worshipped throughout all ages. 

2. He is the Lord and Giver of life, everywhere present, and is the source of all good 
thoughts, pure desires, and holy counsels in men. By him the prophets were mov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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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 the Word of God, and all the writers of the Holy Scriptures inspired to record 
infallibly the mind and will of God. The dispensation of the gospel is especially 
committed to him. He prepares the way for it, accompanies it with his persuasive 
power, and urges its message upon the reason and conscience of men, so that they 
who reject its merciful offer are not only without excuse, but are also guilty of resisting 
the Holy Spirit. 

3. The Holy Spirit, whom the Father is ever willing to give to all who ask him, is the 
only efficient agent in the application of redemption. He regenerates men by his grace, 
convicts them of sin, moves them to repentance, and persuades and enables them to 
embrace Jesus Christ by faith. He unites all believers to Christ, dwells in them as their 
Comforter and Sanctifier, gives to them the spirit of Adoption and Prayer, and performs 
all these gracious offices by which they are sanctified and sealed unto the day of 
redemption. 

4. By the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all believers being vitally united to Christ, who is 
the Head, are thus united one to another in the Church, which is his body. He calls 
and anoints ministers for their holy office, qualifies all other officers in the Church for 
their special work, and imparts various gifts and graces to its members. He gives 
efficacy to the Word and to the ordinances of the gospel. By him the Church will be 
preserved, increased, purified, and at last made perfectly holy in the presence of God. 

CHAPTER 35

Of the Gospel of the Love of God and Missions 

1. God in infinite and perfect love, having provided in the covenant of grace, through 
the mediation and sacrifice of the Lord Jesus Christ, a way of life and salvation, 
sufficient for and adapted to the whole lost race of man, doth freely offer this salvation 
to all men in the gospel. 

2. In the gospel God declares his love for the world and his desire that all men should 
be saved; reveals fully and clearly the only way of salvation; promises eternal life to all 
who truly repent and believe in Christ; invites and commands all to embrace the 
offered mercy; and by his Spirit accompanying the Word pleads with men to accept his 
gracious invitation. 

3. It is the duty and privilege of everyone who hears the gospel immediately to accept 
its merciful provisions; and they who continue in impenitence and unbelief incur 
aggravated guilt and perish by their own 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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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ince there is no other way of salvation than that revealed in the gospel, and since 
in the divinely established and ordinary method of grace faith cometh by hearing the 
Word of God, Christ hath commissioned his Church to go into all the world and to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All believers are, therefore, under obligation to sustain the 
ordinances of the Christian religion where they are already established, and to 
contribute by their prayers, gifts, and personal efforts to the extension of the Kingdom 
of Christ throughout the whole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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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r Catechism

Q. 1. What is the chief and highest end of man?

A. Man's chief and highest end is to glorify God, and fully to enjoy him forever.

Q. 2. How doth it appear that there is a God?

A. The very light of nature in man, and the works of God, declare plainly that there is 
a God; but his word and Spirit only do sufficiently and effectually reveal him unto men 
for their salvation.

Q. 3. What is the Word of God?

A. The Holy Scripture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 are the Word of God, the only 
rule of faith and obedience.

Q. 4. How doth it appear that the Scriptures are the Word of God?

A. The Scriptures manifest themselves to be the Word of God, by their majesty and 
purity; by the consent of all the parts, and the scope of the whole, which is to give all 
glory to God; by their light and power to convince and convert sinners, to comfort and 
build up believers unto salvation: but the Spirit of God bearing witness by and with the 
Scriptures in the heart of man, is alone able fully to persuade it that they are the very 
Word of God.

Q. 5. What do the Scriptures principally teach?

A. The Scriptures principally teach what man is to believe concerning God, and what 
duty God requires of man.

Q. 6. What do the Scriptures make known of God?

A. The Scriptures make known what God is, the persons in the Godhead, his decrees, 
and the execution of his decrees.

Q. 7. What is God?

A. God is a Spirit, in and of himself infinite in being, glory, blessedness, and perfection; 
all-sufficient, eternal, unchangeable, incomprehensible, everywhere present, almigh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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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ing all things, most wise, most holy, most just, most merciful and gracious, 
longsuffering, and abundant in goodness and truth.

Q. 8. Are there more Gods than one?

A. There is but one only, the living and true God.

Q. 9. How many persons are there in the Godhead?

A. There be three persons in the Godhead,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Ghost; 
and these three are one true, eternal God, the same in substance, equal in power and 
glory; although distinguished by their personal properties.

Q. 10. What are the personal properties of the three persons in the Godhead?

A. It is proper to the Father to beget the Son, and to the Son to be begotten of the 
Father, and to the Holy Ghost to proceed from the Father and the Son from all 
eternity.

Q. 11. How doth it appear that the Son and the Holy Ghost are God equal with the 
Father?

A. The Scriptures manifest that the Son and the Holy Ghost are God equal with the 
Father, ascribing unto them such names, attributes, works, and worship, as are proper to 
God only.

Q. 12. What are the decrees of God?

A. God's decrees are the wise, free, and holy acts of the counsel of his will, whereby, 
from all eternity, he hath, for his own glory, unchangeably foreordained whatsoever 
comes to pass in time, especially concerning angels and men.

Q. 13. What hath God especially decreed concerning angels and men?

A. God, by an eternal and immutable decree, out of his mere love, for the praise of his 
glorious grace, to be manifested in due time, hath elected some angels to glory; and in 
Christ hath chosen some men to eternal life, and the means thereof: and also, 
according to his sovereign power, and the unsearchable counsel of his own will 
(whereby he extendeth or withholdeth favor as he pleaseth), hath passed by and 
foreordained the rest to dishonor and wrath, to be for their sin inflicted, to the praise 
of the glory of his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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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4. How doth God execute his decrees?

A. God executeth his decrees in the works of creation and providence, according to his 
infallible foreknowledge, and the free and immutable counsel of his own will.

Q. 15. What is the work of creation?

A. The work of creation is that wherein God did in the beginning, by the word of his 
power, make of nothing the world, and all things therein, for himself, within the space 
of six days, and all very good.

Q. 16. How did God create angels?

A. God created all the angels spirits, immortal, holy, excelling in knowledge, mighty in 
power, to execute his commandments, and to praise his name, yet subject to change.

Q. 17. How did God create man?

A. After God had made all other creatures, he created man male and female; formed 
the body of the man of the dust of the ground, and the woman of the rib of the man, 
endued them with living, reasonable, and immortal souls; made them after his own 
image, in knowledge, righteousness, and holiness; having the law of God written in their 
hearts, and power to fulfill it, and dominion over the creatures; yet subject to fall.

Q. 18. What are God's works of providence?

A. God's works of providence are his most holy, wise, and powerful preserving and 
governing all his creatures; ordering them, and all their actions, to his own glory.

Q. 19. What is God's providence towards the angels?

A. God by his providence permitted some of the angels, willfully and irrecoverably, to 
fall into sin and damnation, limiting and ordering that, and all their sins, to his own 
glory; and established the rest in holiness and happiness; employing them all, at his 
pleasure, in the administrations of his power, mercy, and justice.

Q. 20. What was the providence of God toward man in the estate in which he was 
created?

A. The providence of God toward man in the estate in which he was created, was the 



- 284 -

placing him in paradise, appointing him to dress it, giving him liberty to eat of the fruit 
of the earth; putting the creatures under his dominion, and ordaining marriage for his 
help; affording him communion with himself; instituting the Sabbath; entering into a 
covenant of life with him, upon condition of personal, perfect, and perpetual obedience, 
of which the tree of life was a pledge; and forbidding to eat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upon the pain of death.

Q. 21. Did man continue in that estate wherein God at first created him?

A. Our first parents being left to the freedom of their own will, through the temptation 
of Satan, transgressed the commandment of God in eating the forbidden fruit; and 
thereby fell from the estate of innocency wherein they were created.

Q. 22. Did all mankind fall in that first transgression?

A. The covenant being made with Adam as a public person, not for himself only, but 
for his posterity, all mankind descending from him by ordinary generation, sinned in 
him, and fell with him in that first transgression.

Q. 23. Into what estate did the fall bring mankind?

A. The fall brought mankind into an estate of sin and misery.

Q. 24. What is sin?

A. Sin is any want of conformity unto, or transgression of, any law of God, given as a 
rule to the reasonable creature.

Q. 25. Wherein consisteth the sinfulness of that estate whereinto man fell?

A. The sinfulness of that estate whereinto man fell, consisteth in the guilt of Adam's 
first sin, the want of that righteousness wherein he was created, and the corruption of 
his nature, whereby he is utterly indisposed, disabled, and made opposite unto all that 
is spiritually good, and wholly inclined to all evil, and that continually; which is 
commonly called original sin, and from which do proceed all actual transgressions.

Q. 26. How is original sin conveyed from our first parents unto their posterity?

A. Original sin is conveyed from our first parents unto their posterity by natural 
generation, so as all that proceed from them in that way are conceived and born in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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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7. What misery did the fall bring upon mankind?

A. The fall brought upon mankind the loss of communion with God, his displeasure and 
curse; so as we are by nature children of wrath, bond slaves to Satan, and justly liable 
to all punishments in this world, and that which is to come.

Q. 28. What are the punishments of sin in this world?

A. The punishments of sin in this world are either inward, as blindness of mind, a 
reprobate sense, strong delusions, hardness of heart, horror of conscience, and vile 
affections; or outward, as the curse of God upon the creatures for our sakes, and all 
other evils that befall us in our bodies, names, estates, relations, and employments; 
together with death itself.

Q. 29. What are the punishments of sin in the world to come?

A. The punishments of sin in the world to come, are everlasting separation from the 
comfortable presence of God, and most grievous torments in soul and body, without 
intermission, in hell-fire forever.

Q. 30. Doth God leave all mankind to perish in the estate of sin and misery?

A. God doth not leave all men to perish in the estate of sin and misery, into which 
they fell by the breach of the first covenant, commonly called the covenant of works; 
but of his mere love and mercy delivereth his elect out of it, and bringeth them into 
an estate of salvation by the second covenant, commonly called the covenant of grace.

Q. 31. With whom was the covenant of grace made?

A. The covenant of grace was made with Christ as the second Adam, and in him with 
all the elect as his seed.

Q. 32. How is the grace of God manifested in the second covenant?

A. The grace of God is manifested in the second covenant, in that he freely provideth 
and offereth to sinners a mediator, and life and salvation by him; and requiring faith as 
the condition to interest them in him, promiseth and giveth his Holy Spirit to all his 
elect, to work in them that faith, with all other saving graces; and to enable them unto 
all holy obedience, as the evidence of the truth of their faith and thankfulness to God, 
and as the way which he hath appointed them to sal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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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3. Was the covenant of grace always administered after one and the same manner?

A. The covenant of grace was not always administered after the same manner, but the 
administrations of it under the Old Testament were different from those under the New.

Q. 34. How was the covenant of grace administered under the Old Testament?

A. The covenant of grace was administered under the Old Testament, by promises, 
prophecies, sacrifices, circumcision, the passover, and other types and ordinances, which 
did all foresignify Christ then to come, and were for that time sufficient to build up the 
elect in faith in the promised messiah, by whom they then had full remission of sin, 
and eternal salvation.

Q. 35. How is the covenant of grace administered under the New Testament?

A. Under the New Testament, when Christ the substance was exhibited, the same 
covenant of grace was and still is to be administered in the preaching of the word, and 
the administration of the sacraments of baptism and the Lord's supper; in which grace 
and salvation are held forth in more fullness, evidence, and efficacy, to all nations.

Q. 36. Who is the mediator of the covenant of grace?

A. The only mediator of the covenant of grace is the Lord Jesus Christ, who, being the 
eternal Son of God, of one substance and equal with the Father, in the fullness of time 
became man, and so was and continues to be God and man, in two entire distinct 
natures, and one person, forever.

Q. 37. How did Christ, being the Son of God, become man?

A. Christ the Son of God became man, by taking to himself a true body, and a 
reasonable soul, being conceived by the power of the Holy Ghost in the womb of the 
virgin Mary, of her substance, and born of her, yet without sin.

Q. 38. Why was it requisite that the mediator should be God?

A. It was requisite that the mediator should be God, that he might sustain and keep 
the human nature from sinking under the infinite wrath of God, and the power of 
death; give worth and efficacy to his sufferings, obedience, and intercession; and to 
satisfy God's justice, procure his favor, purchase a peculiar people, give his Spirit to 
them, conquer all their enemies, and bring them to everlasting salvation.

Q. 39. Why was it requisite that the mediator should be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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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t was requisite that the mediator should be man, that he might advance our nature, 
perform obedience to the law, suffer and make intercession for us in our nature, have a 
fellow-feeling of our infirmities; that we might receive the adoption of sons, and have 
comfort and access with boldness unto the throne of grace.

Q. 40. Why was it requisite that the mediator should be God and man in one person?

A. It was requisite that the mediator, who was to reconcile God and man, should 
himself be both God and man, and this in one person, that the proper works of each 
nature might be accepted of God for us, and relied on by us, as the works of the 
whole person.

Q. 41. Why was our mediator called Jesus?

A. Our mediator was called Jesus, because he saveth his people from their sins.

Q. 42. Why was our mediator called Christ?

A. Our mediator was called Christ, because he was anointed with the Holy Ghost above 
measure; and so set apart, and fully furnished with all authority and ability, to execute 
the offices of prophet, priest, and king of his church, in the estate both of his 
humiliation and exaltation.

Q. 43. How doth Christ execute the office of a prophet?

A. Christ executeth the office of a prophet, in his revealing to the church, in all ages, 
by his Spirit and word, in divers ways of administration, the whole will of God, in all 
things concerning their edification and salvation.

Q. 44. How doth Christ execute the office of a priest?

A. Christ executeth the office of a priest, in his once offering himself a sacrifice without 
spot to God, to be a reconciliation for the sins of the people; and in making continual 
intercession for them.

Q. 45. How doth Christ execute the office of a king?

A. Christ executeth the office of a king, in calling out of the world a people to himself, 
and giving them officers, laws, and censures, by which he visibly governs them; in 
bestowing saving grace upon his elect, rewarding their obedience, and correcting them 
for their sins, preserving and supporting them under all their temptations and sufferings, 
restraining and overcoming all their enemies, and powerfully ordering all things for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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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 glory, and their good; and also in taking vengeance on the rest, who know not 
God, and obey not the gospel.

Q. 46. What was the estate of Christ's humiliation?

A. The estate of Christ's humiliation was that low condition, wherein he for our sakes, 
emptying himself of his glory, took upon him the form of a servant, in his conception 
and birth, life, death, and after his death, until his resurrection.

Q. 47. How did Christ humble himself in his conception and birth?

A. Christ humbled himself in his conception and birth, in that, being from all eternity 
the Son of God, in the bosom of the Father, he was pleased in the fullness of time to 
become the son of man, made of a woman of low estate, and to be born of her; with 
divers circumstances of more than ordinary abasement.

Q. 48. How did Christ humble himself in his life?

A. Christ humbled himself in his life, by subjecting himself to the law, which he 
perfectly fulfilled; and by conflicting with the indignities of the world, temptations of 
Satan, and infirmities in his flesh, whether common to the nature of man, or particularly 
accompanying that his low condition.

Q. 49. How did Christ humble himself in his death?

A. Christ humbled himself in his death, in that having been betrayed by Judas, forsaken 
by his disciples, scorned and rejected by the world, condemned by Pilate, and 
tormented by his persecutors; having also conflicted with the terrors of death, and the 
powers of darkness, felt and borne the weight of God's wrath, he laid down his life an 
offering for sin, enduring the painful, shameful, and cursed death of the cross.

Q. 50. Wherein consisted Christ's humiliation after his death?

A. Christ's humiliation after his death consisted in his being buried, and continuing in 
the state of the dead, and under the power of death till the third day; which hath 
been otherwise expressed in these words, He descended into hell.

Q. 51. What was the estate of Christ's exaltation?

A. The estate of Christ's exaltation comprehendeth his resurrection, ascension, sitting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and his coming again to judge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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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2. How was Christ exalted in his resurrection?

A. Christ was exalted in his resurrection, in that, not having seen corruption in death (of 
which it was not possible for him to be held), and having the very same body in which 
he suffered, with the essential properties thereof (but without mortality, and other 
common infirmities belonging to this life), really united to his soul, he rose again from 
the dead the third day by his own power; whereby he declared himself to be the Son 
of God, to have satisfied divine justice, to have vanquished death, and him that had 
power of it, and to be Lord of quick and dead: all which he did as a public person, 
the head of his church, for their justification, quickening in grace, support against 
enemies, and to assure them of their resurrection from the dead at the last day.

Q. 53. How was Christ exalted in his ascension?

A. Christ was exalted in his ascension, in that having after his resurrection often 
appeared unto and conversed with his apostles, speaking to them of the things 
pertaining to the kingdom of God, and giving them commission to preach the gospel 
to all nations, forty days after his resurrection, he, in our nature, and as our head, 
triumphing over enemies, visibly went up into the highest heavens, there to receive gifts 
for men, to raise up our affections thither, and to prepare a place for us, where himself 
is, and shall continue till his second coming at the end of the world.

Q. 54. How is Christ exalted in his sitting at the right hand of God?

A. Christ is exalted in his sitting at the right hand of God, in that as God-man he is 
advanced to the highest favor with God the Father, with all fullness of joy, glory, and 
power over all things in heaven and earth; and doth gather and defend his church, and 
subdue their enemies; furnisheth his ministers and people with gifts and graces, and 
maketh intercession for them.

Q. 55. How doth Christ make intercession?

A. Christ maketh intercession, by his appearing in our nature continually before the 
Father in heaven, in the merit of his obedience and sacrifice on earth, declaring his will 
to have it applied to all believers; answering all accusations against them, and procuring 
for them quiet of conscience, notwithstanding daily failings, access with boldness to the 
throne of grace, and acceptance of their persons and services.

Q. 56. How is Christ to be exalted in his coming again to judge the world?

A. Christ is to be exalted in his coming again to judge the world, in that he, who was 
unjustly judged and condemned by wicked men, shall come again at the last day in 
great power, and in the full manifestation of his own glory, and of his Father's, with all 
his holy angels, with a shout, with the voice of the archangel, and with the trumpe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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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 to judge the world in righteousness.

Q. 57. What benefits hath Christ procured by his mediation?

A. Christ, by his mediation, hath procured redemption, with all other benefits of the 
covenant of grace.

Q. 58. How do we come to be made partakers of the benefits which Christ hath 
procured?

A. We are made partakers of the benefits which Christ hath procured, by the 
application of them unto us, which is the work especially of God the Holy Ghost.

Q. 59. Who are made partakers of redemption through Christ?

A. Redemption is certainly applied, and effectually communicated, to all those for whom 
Christ hath purchased it; who are in time by the Holy Ghost enabled to believe in 
Christ according to the gospel.

Q. 60. Can they who have never heard the gospel, and so know not Jesus Christ, nor 
believe in him, be saved by their living according to the light of nature?

A. They who, having never heard the gospel, know not Jesus Christ, and believe not in 
him, cannot be saved, be they never so diligent to frame their lives according to the 
light of nature, or the laws of that religion which they profess; neither is there salvation 
in any other, but in Christ alone, who is the Savior only of his body the church.

Q. 61. Are all they saved who hear the gospel, and live in the church?

A. All that hear the gospel, and live in the visible church, are not saved; but they only 
who are true members of the church invisible.

Q. 62. What is the visible church?

A. The visible church is a society made up of all such as in all ages and places of the 
world do profess the true religion, and of their children.

Q. 63. What are the special privileges of the visible church?

A. The visible church hath the privilege of being under God's special ca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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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of being protected and preserved in all ages, notwithstanding the 
opposition of all enemies; and of enjoying the communion of saints, the ordinary means 
of salvation, and offers of grace by Christ to all the members of it in the ministry of 
the gospel, testifying, that whosoever believes in him shall be saved, and excluding 
none that will come unto him.

Q. 64. What is the invisible church?

A. The invisible church is the whole number of the elect, that have been, are, or shall 
be gathered into one under Christ the head.

Q. 65. What special benefits do the members of the invisible church enjoy by Christ?

A. The members of the invisible church by Christ enjoy union and communion with him 
in grace and glory.

Q. 66. What is that union which the elect have with Christ?

A. The union which the elect have with Christ is the work of God's grace, whereby they 
are spiritually and mystically, yet really and inseparably, joined to Christ as their head 
and husband; which is done in their effectual calling.

Q. 67. What is effectual calling?

A. Effectual calling is the work of God's almighty power and grace, whereby (out of his 
free and special love to his elect, and from nothing in them moving him thereunto) he 
doth, in his accepted time, invite and draw them to Jesus Christ, by his word and Spirit; 
savingly enlightening their minds, renewing and powerfully determining their wills, so as 
they (although in themselves dead in sin) are hereby made willing and able freely to 
answer his call, and to accept and embrace the grace offered and conveyed therein.

Q. 68. Are the elect only effectually called?

A. All the elect, and they only, are effectually called; although others may be, and often 
are, outwardly called by the ministry of the word, and have some common operations 
of the Spirit; who, for their willful neglect and contempt of the grace offered to them, 
being justly left in their unbelief, do never truly come to Jesus Christ.

Q. 69. What is the communion in grace which the members of the invisible church 
have with Christ?

A. The communion in grace which the members of the invisible church have with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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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heir partaking of the virtue of his mediation, in their justification, adoption, 
sanctification, and whatever else, in this life, manifests their union with him.

Q. 70. What is justification?

A. Justification is an act of God's free grace unto sinners, in which he pardoneth all 
their sins, accepteth and accounteth their persons righteous in his sight; not for 
anything wrought in them, or done by them, but only for the perfect obedience and 
full satisfaction of Christ, by God imputed to them, and received by faith alone.

Q. 71. How is justification an act of God's free grace?

A. Although Christ, by his obedience and death, did make a proper, real, and full 
satisfaction to God's justice in the behalf of them that are justified; yet inasmuch as 
God accepteth the satisfaction from a surety, which he might have demanded of them, 
and did provide this surety, his own only Son, imputing his righteousness to them, and 
requiring nothing of them for their justification but faith, which also is his gift, their 
justification is to them of free grace.

Q. 72. What is justifying faith?

A. Justifying faith is a saving grace, wrought in the heart of a sinner by the Spirit and 
Word of God, whereby he, being convinced of his sin and misery, and of the disability 
in himself and all other creatures to recover him out of his lost condition, not only 
assenteth to the truth of the promise of the gospel, but receiveth and resteth upon 
Christ and his righteousness, therein held forth, for pardon of sin, and for the accepting 
and accounting of his person righteous in the sight of God for salvation.

Q. 73. How doth faith justify a sinner in the sight of God?

A. Faith justifies a sinner in the sight of God, not because of those other graces which 
do always accompany it, or of good works that are the fruits of it, nor as if the grace 
of faith, or any act thereof, were imputed to him for his justification; but only as it is 
an instrument by which he receiveth and applieth Christ and his righteousness.

Q. 74. What is adoption?

A. Adoption is an act of the free grace of God, in and for his only Son Jesus Christ, 
whereby all those that are justified are received into the number of his children, have 
his name put upon them, the Spirit of his Son given to them, are under his fatherly 
care and dispensations, admitted to all the liberties and privileges of the sons of God, 
made heirs of all the promises, and fellow-heirs with Christ in gl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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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5. What is sanctification?

A. Sanctification is a work of God's grace, whereby they whom God hath,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chosen to be holy, are in time, through the powerful operation 
of his Spirit applying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Christ unto them, renewed in their 
whole man after the image of God; having the seeds of repentance unto life, and all 
other saving graces, put into their hearts, and those graces so stirred up, increased, and 
strengthened, as that they more and more die unto sin, and rise unto newness of life.

Q. 76. What is repentance unto life?

A. Repentance unto life is a saving grace, wrought in the heart of a sinner by the Spirit 
and Word of God, whereby, out of the sight and sense, not only of the danger, but 
also of the filthiness and odiousness of his sins, and upon the apprehension of God's 
mercy in Christ to such as are penitent, he so grieves for and hates his sins, as that he 
turns from them all to God, purposing and endeavoring constantly to walk with him in 
all the ways of new obedience.

Q. 77. Wherein do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differ?

A. Although sanctification be inseparably joined with justification, yet they differ, in that 
God in justification imputeth the righteousness of Christ; in sanctification his Spirit 
infuseth grace, and enableth to the exercise thereof; in the former, sin is pardoned; in 
the other, it is subdued: the one doth equally free all believers from the revenging 
wrath of God, and that perfectly in this life, that they never fall into condemnation; the 
other is neither equal in all, nor in this life perfect in any, but growing up to 
perfection.

Q. 78. Whence ariseth the imperfection of sanctification in believers?

A. The imperfection of sanctification in believers ariseth from the remnants of sin 
abiding in every part of them, and the perpetual lustings of the flesh against the spirit; 
whereby they are often foiled with temptations, and fall into many sins, are hindered in 
all their spiritual services, and their best works are imperfect and defiled in the sight of 
God.

Q. 79. May not true believers, by reason of their imperfections, and the many 
temptations and sins they are overtaken with, fall away from the state of grace?

A. True believers, by reason of the unchangeable love of God, and his decree and 
covenant to give them perseverance, their inseparable union with Christ, his continual 
intercession for them, and the Spirit and seed of God abiding in them, can neither 
totally nor finally fall away from the state of grace, but are kept by the power of God 
through faith unto sal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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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0. Can true believers be infallibly assured that they are in the estate of grace, and 
that they shall persevere therein unto salvation?

A. Such as truly believe in Christ, and endeavor to walk in all good conscience before 
him, may, without extraordinary revelation, by faith grounded upon the truth of God's 
promises, and by the Spirit enabling them to discern in themselves those graces to 
which the promises of life are made, and bearing witness with their spirits that they are 
the children of God, be infallibly assured that they are in the estate of grace, and shall 
persevere therein unto salvation.

Q. 81. Are all true believers at all times assured of their present being in the estate of 
grace, and that they shall be saved?

A. Assurance of grace and salvation not being of the essence of faith, true believers 
may wait long before they obtain it; and, after the enjoyment thereof, may have it 
weakened and intermitted, through manifold distempers, sins, temptations, and 
desertions; yet are they never left without such a presence and support of the Spirit of 
God as keeps them from sinking into utter despair.

Q. 82. What is the communion in glory which the members of the invisible church have 
with Christ?

A. The communion in glory which the members of the invisible church have with Christ, 
is in this life, immediately after death, and at last perfected at the resurrection and day 
of judgment.

Q. 83. What is the communion in glory with Christ which the members of the invisible 
church enjoy in this life?

A. The members of the invisible church have communicated to them in this life the 
firstfruits of glory with Christ, as they are members of him their head, and so in him 
are interested in that glory which he is fully possessed of; and, as an earnest thereof, 
enjoy the sense of God's love, peace of conscience, joy in the Holy Ghost, and hope of 
glory; as, on the contrary, sense of God's revenging wrath, horror of conscience, and a 
fearful expectation of judgment, are to the wicked the beginning of their torments 
which they shall endure after death.

Q. 84. Shall all men die?

A. Death being threatened as the wages of sin, it is appointed unto all men once to 
die; for that all have sinned.

Q. 85. Death being the wages of sin, why are not the righteous delivered from death, 
seeing all their sins are forgiven in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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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righteous shall be delivered from death itself at the last day, and even in death 
are delivered from the sting and curse of it; so that, although they die, yet it is out of 
God's love, to free them perfectly from sin and misery, and to make them capable of 
further communion with Christ in glory, which they then enter upon.

Q. 86. What is the communion in glory with Christ which the members of the invisible 
church enjoy immediately after death?

A. The communion in glory with Christ which the members of the invisible church enjoy 
immediately after death, is, in that their souls are then made perfect in holiness, and 
received into the highest heavens, where they behold the face of God in light and 
glory, waiting for the full redemption of their bodies, which even in death continue 
united to Christ, and rest in their graves as in their beds, till at the last day they be 
again united to their souls. Whereas the souls of the wicked are at their death cast into 
hell, where they remain in torments and utter darkness, and their bodies kept in their 
graves, as in their prisons, till the resurrection and judgment of the great day.

Q. 87. What are we to believe concerning the resurrection?

A. We are to believe that at the last day there shall be a general resurrection of the 
dead, both of the just and unjust: when they that are then found alive shall in a 
moment be changed; and the selfsame bodies of the dead which were laid in the 
grave, being then again united to their souls forever, shall be raised up by the power 
of Christ. The bodies of the just, by the Spirit of Christ, and by virtue of his 
resurrection as their head, shall be raised in power, spiritual, incorruptible, and made 
like to his glorious body; and the bodies of the wicked shall be raised up in dishonor 
by him, as an offended judge.

Q. 88. What shall immediately follow after the resurrection?

A. Immediately after the resurrection shall follow the general and final judgment of 
angels and men; the day and hour whereof no man knoweth, that all may watch and 
pray, and be ever ready for the coming of the Lord.

Q. 89. What shall be done to the wicked at the day of judgment?

A. At the day of judgment, the wicked shall be set on Christ's left hand, and, upon 
clear evidence, and full conviction of their own consciences, shall have the fearful but 
just sentence of condemnation pronounced against them; and thereupon shall be cast 
out from the favorable presence of God, and the glorious fellowship with Christ, his 
saints, and all his holy angels, into hell, to be punished with unspeakable torments, 
both of body and soul, with the devil and his angels forever.

Q. 90. What shall be done to the righteous at the day of judgment?



- 296 -

A. At the day of judgment, the righteous, being caught up to Christ in the clouds, shall 
be set on his right hand, and there openly acknowledged and acquitted, shall join with 
him in the judging of reprobate angels and men, and shall be received into heaven, 
where they shall be fully and forever freed from all sin and misery; filled with 
inconceivable joys, made perfectly holy and happy both in body and soul, in the 
company of innumerable saints and holy angels, but especially in the immediate vision 
and fruition of God the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of the Holy Spirit, to all 
eternity. And this is the perfect and full communion which the members of the invisible 
church shall enjoy with Christ in glory, at the resurrection and day of judgment.

HAVING SEEN WHAT THE SCRIPTURES PRINCIPALLY TEACH US TO BELIEVE 
CONCERNING GOD, IT FOLLOWS TO CONSIDER WHAT THEY REQUIRE AS THE DUTY OF 
MAN

Q. 91. What is the duty which God requireth of man?

A. The duty which God requireth of man, is obedience to his revealed will.

Q. 92. What did God first reveal unto man as the rule of his obedience?

A. The rule of obedience revealed to Adam in the estate of innocence, and to all 
mankind in him, besides a special command not to eat of the fruit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was the moral law.

Q. 93. What is the moral law?

A. The moral law is the declaration of the will of God to mankind, directing and 
binding every one to personal, perfect, and perpetual conformity and obedience 
thereunto, in the frame and disposition of the whole man, soul, and body, and in 
performance of all those duties of holiness and righteousness which he oweth to God 
and man: promising life upon the fulfilling, and threatening death upon the breach of 
it.

Q. 94. Is there any use of the moral law since the fall?

A. Although no man, since the fall, can attain to righteousness and life by the moral 
law; yet there is great use thereof, as well common to all men, as peculiar either to the 
unregenerate, or the regenerate.

Q. 95. Of what use is the moral law to all men?

A. The moral law is of use to all men, to inform them of the holy nature and wil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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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 and of their duty, binding them to walk accordingly; to convince them of their 
disability to keep it, and of the sinful pollution of their nature, hearts, and lives: to 
humble them in the sense of their sin and misery, and thereby help them to a clearer 
sight of the need they have of Christ, and of the perfection of his obedience.

Q. 96. What particular use is there of the moral law to unregenerate men?

A. The moral law is of use to unregenerate men, to awaken their consciences to flee 
from the wrath to come, and to drive them to Christ; or, upon the continuance in the 
estate and way of sin, to leave them inexcusable, and under the curse thereof.

Q. 97. What special use is there of the moral law to the regenerate?

A. Although they that are regenerate, and believe in Christ, be delivered from the moral 
law as a covenant of works, so as thereby they are neither justified nor condemned; yet 
besides the general uses thereof common to them with all men, it is of special use, to 
show them how much they are bound to Christ for his fulfilling it, and enduring the 
curse thereof in their stead, and for their good; and thereby to provoke them to more 
thankfulness, and to express the same in their greater care to conform themselves 
thereunto as the rule of their obedience.

Q. 98. Where is the moral law summarily comprehended?

A. The moral law is summarily comprehended in the Ten Commandments, which were 
delivered by the voice of God upon mount Sinai, and written by him in two tables of 
stone; and are recorded in the twentieth chapter of Exodus; the four first 
commandments containing our duty to God, and the other six our duty to man.

Q. 99. What rules are to be observed for the right understanding of the Ten 
Commandments?

A. For the right understanding of the Ten Commandments, these rules are to be 
observed:

1. That the law is perfect, and bindeth every one to full conformity in the whole man 
unto the righteousness thereof, and unto entire obedience forever; so as to require the 
utmost perfection of every duty, and to forbid the least degree of every sin.

2. That it is spiritual, and so reacheth the understanding, will, affections, and all other 
powers of the soul; as well as words, works, and gestures.

3. That one and the same thing, in divers respects, is required or forbidden in several 
commandments.

4. That as, where a duty is commanded, the contrary sin is forbidden; and, where a sin 
is forbidden, the contrary duty is commanded: so, where a promise is annex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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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ry threatening is included; and, where a threatening is annexed, the contrary 
promise is included.

5. That what God forbids, is at no time to be done; what he commands, is always our 
duty; and yet every particular duty is not to be done at all times.

6. That under one sin or duty, all of the same kind are forbidden or commanded; 
together with all the causes, means, occasions, and appearances thereof, and 
provocations thereunto.

7. That what is forbidden or commanded to ourselves, we are bound, according to our 
places, to endeavor that it may be avoided or performed by others, according to the 
duty of their places.

8. That in what is commanded to others, we are bound, according to our places and 
callings, to be helpful to them; and to take heed of partaking with others in what is 
forbidden them.

Q. 100. What special things are we to consider in the Ten Commandments?

A. We are to consider, in the Ten Commandments, the preface, the substance of the 
commandments themselves, and several reasons annexed to some of them, the more to 
enforce them.

Q. 101. What is the preface to the Ten Commandments?

A. The preface to the Ten Commandments is contained in these words, I am the LORD 
thy God, which have brought thee out of the land of Egypt, out of the house of 
bondage. Wherein God manifesteth his sovereignty, as being JEHOVAH, the eternal, 
immutable, and almighty God; having his being in and of himself, and giving being to 
all his words and works: and that he is a God in covenant, as with Israel of old, so 
with all his people; who, as he brought them out of their bondage in Egypt, so he 
delivereth us from our spiritual thraldom; and that therefore we are bound to take him 
for our God alone, and to keep all his commandments.

Q. 102. What is the sum of the four commandments which contain our duty to God?

A. The sum of the four commandments containing our duty to God, is, to love the 
Lord our God with all our heart, and with all our soul, and with all our strength, and 
with all our mind.

Q. 103. Which is the first commandment?

A. The first commandment is, Thou shalt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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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4. What are the duties required in the first commandment?

A. The duties required in the first commandment are, the knowing and acknowledging 
of God to be the only true God, and our God; and to worship and glorify him 
accordingly, by thinking, meditating, remembering, highly esteeming, honoring, adoring, 
choosing, loving, desiring, fearing of him; believing him; trusting, hoping, delighting, 
rejoicing in him; being zealous for him; calling upon him, giving all praise and thanks, 
and yielding all obedience and submission to him with the whole man; being careful in 
all things to please him, and sorrowful when in anything he is offended; and walking 
humbly with him.

Q. 105. What are the sins forbidden in the first commandment?

A. The sins forbidden in the first commandment, are, atheism, in denying or not having 
a God; idolatry, in having or worshiping more gods than one, or any with or instead of 
the true God; the not having and avouching him for God, and our God; the omission 
or neglect of anything due to him, required in this commandment; ignorance, 
forgetfulness, misapprehensions, false opinions, unworthy and wicked thoughts of him; 
bold and curious searching into his secrets; all profaneness, hatred of God; self-love, 
self-seeking, and all other inordinate and immoderate setting of our mind, will, or 
affections upon other things, and taking them off from him in whole or in part; vain 
credulity, unbelief, heresy, misbelief, distrust, despair, incorrigibleness, and insensibleness 
under judgments, hardness of heart, pride, presumption, carnal security, tempting of 
God; using unlawful means, and trusting in lawful means; carnal delights and joys; 
corrupt, blind, and indiscreet zeal; lukewarmness, and deadness in the things of God; 
estranging ourselves, and apostatizing from God; praying, or giving any religious 
worship, to saints, angels, or any other creatures; all compacts and consulting with the 
devil, and hearkening to his suggestions; making men the lords of our faith and 
conscience; slighting and despising God and his commands; resisting and grieving of his 
Spirit, discontent and impatience at his dispensations, charging him foolishly for the 
evils he inflicts on us; and ascribing the praise of any good we either are, have, or can 
do, to fortune, idols, ourselves, or any other creature.

Q. 106. What are we specially taught by these words, before me, in the first 
commandment?

A. These words, before me, or before my face, in the first commandment, teach us, that 
God, who seeth all things, taketh special notice of, and is much displeased with, the sin 
of having any other God: that so it may be an argument to dissuade from it, and to 
aggravate it as a most impudent provocation: as also to persuade us to do as in his 
sight, whatever we do in his service.

Q. 107. Which is the second commandment?

A. The second commandment is, Thou shalt not make unto thee any graven image, or 
any likeness of anything that is in heaven above, or that is in the earth beneath, or 
that is in the water under the earth. Thou shalt not bow down thyself to them, 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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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 them: for I the LORD thy God am a jealous God, visiting the iniquity of the 
fathers upon the children unto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 of them that hate me; 
and shewing mercy unto thousands of them that love me, and keep my 
commandments.

Q. 108. What are the duties required in the second commandment?

A. The duties required in the second commandment are, the receiving, observing, and 
keeping pure and entire, all such religious worship and ordinances as God hath 
instituted in his word; particularly prayer and thanksgiving in the name of Christ; the 
reading, preaching, and hearing of the word; the administration and receiving of the 
sacraments; church government and discipline; the ministry and maintenance thereof; 
religious fasting; swearing by the name of God, and vowing unto him: as also the 
disapproving, detesting, opposing, all false worship; and, according to each one's place 
and calling, removing it, and all monuments of idolatry.

Q. 109. What sins are forbidden in the second commandment?

A. The sins forbidden in the second commandment are, all devising, counseling, 
commanding, using, and any wise approving, any religious worship not instituted by 
God himself; the making any representation of God, of all or of any of the three 
persons, either inwardly in our mind, or outwardly in any kind of image or likeness of 
any creature whatsoever; all worshiping of it, or God in it or by it; the making of any 
representation of feigned deities, and all worship of them, or service belonging to them; 
all superstitious devices, corrupting the worship of God, adding to it, or taking from it, 
whether invented and taken up of ourselves, or received by tradition from others, 
though under the title of antiquity, custom, devotion, good intent, or any other 
pretense whatsoever; simony; sacrilege; all neglect, contempt, hindering, and opposing 
the worship and ordinances which God hath appointed.

Q. 110. What are the reasons annexed to the second commandment, the more to 
enforce it?

A. The reasons annexed to the second commandment, the more to enforce it, contained 
in these words, For I the LORD thy God am a jealous God, visiting the iniquity of the 
fathers upon the children unto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 of them that hate me; 
and shewing mercy unto thousands of them that love me, and keep my 
commandments; are, besides God's sovereignty over us, and propriety in us, his fervent 
zeal for his own worship, and his revengeful indignation against all false worship, as 
being a spiritual whoredom; accounting the breakers of this commandment such as hate 
him, and threatening to punish them unto divers generations; and esteeming the 
observers of it such as love him and keep his commandments, and promising mercy to 
them unto many generations.

Q. 111. Which is the third comma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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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third commandment is, Thou shalt not take the name of the LORD thy God in 
vain: for the LORD will not hold him guiltless that taketh his name in vain.

Q. 112. What is required in the third commandment?

A. The third commandment requires, that the name of God, his titles, attributes, 
ordinances, the word, sacraments, prayer, oaths, vows, lots, his works, and whatsoever 
else there is whereby he makes himself known, be holily and reverently used in 
thought, meditation, word, and writing; by an holy profession, and answerable 
conversation, to the glory of God, and the good of ourselves, and others.

Q. 113. What are the sins forbidden in the third commandment?

A. The sins forbidden in the third commandment are, the not using of God's name as 
is required; and the abuse of it in an ignorant, vain, irreverent, profane, superstitious, or 
wicked mentioning or otherwise using his titles, attributes, ordinances, or works, by 
blasphemy, perjury; all sinful cursings, oaths, vows, and lots; violating of our oaths and 
vows, if lawful; and fulfilling them, if of things unlawful; murmuring and quarreling at, 
curious prying into, and misapplying of God's decrees and providences; misinterpreting, 
misapplying, or any way perverting the word, or any part of it, to profane jests, curious 
or unprofitable questions, vain janglings, or the maintaining of false doctrines; abusing 
it, the creatures, or anything contained under the name of God, to charms, or sinful 
lusts and practices; the maligning, scorning, reviling, or any wise opposing of God's 
truth, grace, and ways; making profession of religion in hypocrisy, or for sinister ends; 
being ashamed of it, or a shame to it, by unconformable, unwise, unfruitful, and 
offensive walking, or backsliding from it.

Q. 114. What reasons are annexed to the third commandment?

A. The reasons annexed to the third commandment, in these words, The LORD thy God, 
and, For the LORD will not hold him guiltless that taketh his name in vain, are, because 
he is the Lord and our God, therefore his name is not to be profaned, or any way 
abused by us; especially because he will be so far from acquitting and sparing the 
transgressors of this commandment, as that he will not suffer them to escape his 
righteous judgment, albeit many such escape the censures and punishments of men.

Q. 115. Which is the fourth commandment?

A. The fourth commandment is, 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Six days 
shalt thou labor, and do all thy work; but the seventh day is the sabbath of the LORD 
thy God: in it thou shalt not do any work, thou, nor thy son, nor thy daughter, thy 
manservant, nor thy maidservant, nor thy cattle, nor thy stranger that is within thy 
gates. For in six days the LORD made heaven and earth, the sea, and all that in them 
is, and rested the seventh day: wherefore the LORD blessed the sabbath day, and 
hallowe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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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6. What is required in the fourth commandment?

A. The fourth commandment requireth of all men the sanctifying or keeping holy to 
God such set times as he hath appointed in his word, expressly one whole day in 
seven; which was the seventh from the beginning of the world to the resurrection of 
Christ, and the first day of the week ever since, and so to continue to the end of the 
world; which is the Christian sabbath, and in the New Testament called The Lord's Day.

Q. 117. How is the sabbath or the Lord's day to be sanctified?

A. The sabbath or Lord's day is to be sanctified by an holy resting all the day, not only 
from such works as are at all times sinful, but even from such worldly employments 
and recreations as are on other days lawful; and making it our delight to spend the 
whole time (except so much of it as is to be taken up in works of necessity and 
mercy) in the public and private exercises of God's worship: and, to that end, we are to 
prepare our hearts, and with such foresight, diligence, and moderation, to dispose and 
seasonably dispatch our worldly business, that we may be the more free and fit for the 
duties of that day.

Q. 118. Why is the charge of keeping the sabbath more specially directed to governors 
of families, and other superiors?

A. The charge of keeping the sabbath is more specially directed to governors of 
families, and other superiors, because they are bound not only to keep it themselves, 
but to see that it be observed by all those that are under their charge; and because 
they are prone ofttimes to hinder them by employments of their own.

Q. 119. What are the sins forbidden in the fourth commandment?

A. The sins forbidden in the fourth commandment are, all omissions of the duties 
required, all careless, negligent, and unprofitable performing of them, and being weary 
of them; all profaning the day by idleness, and doing that which is in itself sinful; and 
by all needless works, words, and thoughts, about our worldly employments and 
recreations.

Q. 120. What are the reasons annexed to the fourth commandment, the more to 
enforce it?

A. The reasons annexed to the fourth commandment, the more to enforce it, are taken 
from the equity of it, God allowing us six days of seven for our own affairs, and 
reserving but one for himself, in these words, Six days shalt thou labor, and do all thy 
work: from God's challenging a special propriety in that day, The seventh day is the 
sabbath of the LORD thy God: from the example of God, who in six days ... made 
heaven and earth, the sea, and all that in them is, and rested the seventh da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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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at blessing which God put upon that day, not only in sanctifying it to be a day 
for his service, but in ordaining it to be a means of blessing to us in our sanctifying it; 
Wherefore the LORD blessed the sabbath day, and hallowed it.

Q. 121. Why is the word Remember set in the beginning of the fourth commandment?

A. The word Remember is set in the beginning of the fourth commandment, partly, 
because of the great benefit of remembering it, we being thereby helped in our 
preparation to keep it, and, in keeping it, better to keep all the rest of the 
commandments, and to continue a thankful remembrance of the two great benefits of 
creation and redemption, which contain a short abridgment of religion; and partly, 
because we are very ready to forget it, for that there is less light of nature for it, and 
yet it restraineth our natural liberty in things at other times lawful; that it cometh but 
once in seven days, and many worldly businesses come between, and too often take off 
our minds from thinking of it, either to prepare for it, or to sanctify it; and that Satan 
with his instruments much labor to blot out the glory, and even the memory of it, to 
bring in all irreligion and impiety.

Q. 122. What is the sum of the six commandments which contain our duty to man?

A. The sum of the six commandments which contain our duty to man, is, to love our 
neighbor as ourselves, and to do to others what we would have them do to us.

Q. 123. Which is the fifth commandment?

A. The fifth commandment is, Honour thy father and thy mother: that thy days may be 
long upon the land which the Lord thy God giveth thee.

Q. 124. Who are meant by father and mother in the fifth commandment?

A. By father and mother, in the fifth commandment, are meant, not only natural 
parents, but all superiors in age and gifts; and especially such as, by God's ordinance, 
are over us in place of authority, whether in family, church, or commonwealth.

Q. 125. Why are superiors styled Father and Mother?

A. Superiors are styled Father and Mother, both to teach them in all duties toward their 
inferiors, like natural parents, to express love and tenderness to them, according to their 
several relations; and to work inferiors to a greater willingness and cheerfulness in 
performing their duties to their superiors, as to their parents.

Q. 126. What is the general scope of the fifth commandment?



- 304 -

A. The general scope of the fifth commandment is, the performance of those duties 
which we mutually owe in our several relations, as inferiors, superiors or equals.

Q. 127. What is the honor that inferiors owe to their superiors?

A. The honor which inferiors owe to their superiors is, all due reverence in heart, word, 
and behavior; prayer and thanksgiving for them; imitation of their virtues and graces; 
willing obedience to their lawful commands and counsels; due submission to their 
corrections; fidelity to, defense, and maintenance of their persons and authority, 
according to their several ranks, and the nature of their places; bearing with their 
infirmities, and covering them in love, that so they may be an honor to them and to 
their government.

Q. 128. What are the sins of inferiors against their superiors?

A. The sins of inferiors against their superiors are, all neglect of the duties required 
toward them; envying at, contempt of, and rebellion against their persons and places, in 
their lawful counsels, commands, and corrections; cursing, mocking, and all such 
refractory and scandalous carriage, as proves a shame and dishonor to them and their 
government.

Q. 129. What is required of superiors towards their inferiors?

A. It is required of superiors, according to that power they receive from God, and that 
relation wherein they stand, to love, pray for, and bless their inferiors; to instruct, 
counsel, and admonish them; countenancing, commending, and rewarding such as do 
well; and discountenancing, reproving, and chastising such as do ill; protecting, and 
providing for them all things necessary for soul and body: and by grave, wise, holy, and 
exemplary carriage, to procure glory to God, honor to themselves, and so to preserve 
that authority which God hath put upon them.

Q. 130. What are the sins of superiors?

A. The sins of superiors are, besides the neglect of the duties required of them, an 
inordinate seeking of themselves, their own glory, ease, profit, or pleasure; commanding 
things unlawful, or not in the power of inferiors to perform; counseling, encouraging, or 
favoring them in that which is evil; dissuading, discouraging, or discountenancing them 
in that which is good; correcting them unduly; careless exposing, or leaving them to 
wrong, temptation, and danger; provoking them to wrath; or any way dishonoring 
themselves, or lessening their authority, by an unjust, indiscreet, rigorous, or remiss 
behavior.

Q. 131. What are the duties of eq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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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duties of equals are, to regard the dignity and worth of each other, in giving 
honor to go one before another; and to rejoice in each others' gifts and advancement, 
as their own.

Q. 132. What are the sins of equals?

A. The sins of equals are, besides the neglect of the duties required, the undervaluing 
of the worth, envying the gifts, grieving at the advancement or prosperity one of 
another; and usurping preeminence one over another.

Q. 133. What is the reason annexed to the fifth commandment, the more to enforce it?

A. The reason annexed to the fifth commandment, in these words, That thy days may 
be long upon the land which the LORD thy God giveth thee, is an express promise of 
long life and prosperity, as far as it shall serve for God's glory and their own good, to 
all such as keep this commandment.

Q. 134. Which is the sixth commandment?

A. The sixth commandment is, Thou shalt not kill.

Q. 135. What are the duties required in the sixth commandment?

A. The duties required in the sixth commandment are, all careful studies, and lawful 
endeavors, to preserve the life of ourselves and others by resisting all thoughts and 
purposes, subduing all passions, and avoiding all occasions, temptations, and practices, 
which tend to the unjust taking away the life of any; by just defense thereof against 
violence, patient bearing of the hand of God, quietness of mind, cheerfulness of spirit; a 
sober use of meat, drink, physic, sleep, labor, and recreations; by charitable thoughts, 
love, compassion, meekness, gentleness, kindness; peaceable, mild and courteous 
speeches and behavior; forbearance, readiness to be reconciled, patient bearing and 
forgiving of injuries, and requiting good for evil; comforting and succoring the 
distressed, and protecting and defending the innocent.

Q. 136. What are the sins forbidden in the sixth commandment?

A. The sins forbidden in the sixth commandment are, all taking away the life of 
ourselves, or of others, except in case of public justice, lawful war, or necessary defense; 
the neglecting or withdrawing the lawful and necessary means of preservation of life; 
sinful anger, hatred, envy, desire of revenge; all excessive passions, distracting cares; 
immoderate use of meat, drink, labor, and recreations; provoking words, oppression, 
quarreling, striking, wounding, and whatsoever else tends to the destruction of the life 
of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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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37. Which is the seventh commandment?

A. The seventh commandment is, Thou shalt not commit adultery.

Q. 138. What are the duties required in the seventh commandment?

A. The duties required in the seventh commandment are, chastity in body, mind, 
affections, words, and behavior; and the preservation of it in ourselves and others; 
watchfulness over the eyes and all the senses; temperance, keeping of chaste company, 
modesty in apparel; marriage by those that have not the gift of continency, conjugal 
love, and cohabitation; diligent labor in our callings; shunning all occasions of 
uncleanness, and resisting temptations thereunto.

Q. 139. What are the sins forbidden in the seventh commandment?

A. The sins forbidden in the seventh commandment, besides the neglect of the duties 
required, are, adultery, fornication, rape, incest, sodomy, and all unnatural lusts; all 
unclean imaginations, thoughts, purposes, and affections; all corrupt or filthy 
communications, or listening thereunto; wanton looks, impudent or light behavior, 
immodest apparel; prohibiting of lawful, and dispensing with unlawful marriages; 
allowing, tolerating, keeping of stews, and resorting to them; entangling vows of single 
life, undue delay of marriage; having more wives or husbands than one at the same 
time; unjust divorce, or desertion; idleness, gluttony, drunkenness, unchaste company; 
lascivious songs, books, pictures, dancings, stage plays; and all other provocations to, or 
acts of uncleanness, either in ourselves or others.

Q. 140. Which is the eighth commandment?

A. The eighth commandment is, Thou shalt not steal.

Q. 141. What are the duties required in the eighth commandment?

A. The duties required in the eighth commandment are, truth, faithfulness, and justice in 
contracts and commerce between man and man; rendering to every one his due; 
restitution of goods unlawfully detained from the right owners thereof; giving and 
lending freely, according to our abilities, and the necessities of others; moderation of 
our judgments, wills, and affections concerning worldly goods; a provident care and 
study to get, keep, use, and dispose these things which are necessary and convenient 
for the sustentation of our nature, and suitable to our condition; a lawful calling, and 
diligence in it; frugality; avoiding unnecessary lawsuits, and suretiship, or other like 
engagements; and an endeavor, by all just and lawful means, to procure, preserve, and 
further the wealth and outward estate of others, as well as our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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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42. What are the sins forbidden in the eighth commandment?

A. The sins forbidden in the eighth commandment, besides the neglect of the duties 
required, are, theft, robbery, man-stealing, and receiving anything that is stolen; 
fraudulent dealing, false weights and measures, removing landmarks, injustice and 
unfaithfulness in contracts between man and man, or in matters of trust; oppression, 
extortion, usury, bribery, vexatious lawsuits, unjust enclosures and depredation; 
engrossing commodities to enhance the price; unlawful callings, and all other unjust or 
sinful ways of taking or withholding from our neighbor what belongs to him, or of 
enriching ourselves; covetousness; inordinate prizing and affecting worldly goods; 
distrustful and distracting cares and studies in getting, keeping, and using them; envying 
at the prosperity of others; as likewise idleness, prodigality, wasteful gaming; and all 
other ways whereby we do unduly prejudice our own outward estate, and defrauding 
ourselves of the due use and comfort of that estate which God hath given us.

Q. 143. Which is the ninth commandment?

A. The ninth commandment is, Thou shalt not bear false witness against thy neighbour.

Q. 144. What are the duties required in the ninth commandment?

A. The duties required in the ninth commandment are, the preserving and promoting of 
truth between man and man, and the good name of our neighbor, as well as our own; 
appearing and standing for the truth; and from the heart, sincerely, freely, clearly, and 
fully, speaking the truth, and only the truth, in matters of judgment and justice, and in 
all other things whatsoever; a charitable esteem of our neighbors; loving, desiring, and 
rejoicing in their good name; sorrowing for and covering of their infirmities; freely 
acknowledging of their gifts and graces, defending their innocency; a ready receiving of 
a good report, and unwillingness to admit of an evil report, concerning them; 
discouraging talebearers, flatterers, and slanderers; love and care of our own good 
name, and defending it when need requireth; keeping of lawful promises; studying and 
practicing of whatsoever things are true, honest, lovely, and of good report.

Q. 145. What are the sins forbidden in the ninth commandment?

A. The sins forbidden in the ninth commandment are, all prejudicing the truth, and the 
good name of our neighbors, as well as our own, especially in public judicature; giving 
false evidence, suborning false witnesses, wittingly appearing and pleading for an evil 
cause, outfacing and overbearing the truth; passing unjust sentence, calling evil good, 
and good evil; rewarding the wicked according to the work of the righteous, and the 
righteous according to the work of the wicked; forgery, concealing the truth, undue 
silence in a just cause, and holding our peace when iniquity calleth for either a reproof 
from ourselves, or complaint to others; speaking the truth unseasonably, or maliciously 
to a wrong end, or perverting it to a wrong meaning, or in doubtful or equivocal 
expressions, to the prejudice of the truth or justice; speaking untruth, lying, slandering, 
backbiting, detracting, talebearing, whispering, scoffing, reviling, rash, harsh, and partial 
censuring; misconstructing intentions, words, and actions; flattering, vainglorious bo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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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or speaking too highly or too meanly of ourselves or others; denying the gifts 
and graces of God; aggravating smaller faults; hiding, excusing, or extenuating of sins, 
when called to a free confession; unnecessary discovering of infirmities; raising false 
rumors, receiving and countenancing evil reports, and stopping our ears against just 
defense; evil suspicion; envying or grieving at the deserved credit of any; endeavoring 
or desiring to impair it, rejoicing in their disgrace and infamy; scornful contempt, fond 
admiration; breach of lawful promises; neglecting such things as are of good report, 
and practicing, or not avoiding ourselves, or not hindering what we can in others, such 
things as procure an ill name.

Q. 146. Which is the tenth commandment?

A. The tenth commandment is, Thou shalt not covet thy neighbour's house, thou shalt 
not covet thy neighbor's wife, nor his manservant, nor his maidservant, nor his ox, nor 
his ass, nor anything that is thy neighbour's.

Q. 147. What are the duties required in the tenth commandment?

A. The duties required in the tenth commandment are, such a full contentment with our 
own condition, and such a charitable frame of the whole soul toward our neighbor, as 
that all our inward motions and affections touching him, tend unto, and further all that 
good which is his.

Q. 148. What are the sins forbidden in the tenth commandment?

A. The sins forbidden in the tenth commandment are, discontentment with our own 
estate; envying and grieving at the good of our neighbor, together with all inordinate 
motions and affections to anything that is his.

Q. 149. Is any man able perfectly to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A. No man is able, either of himself, or by any grace received in this life, perfectly to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but doth daily break them in thought, word, and 
deed.

Q. 150. Are all transgressions of the law of God equally heinous in themselves, and in 
the sight of God?

A. All transgressions of the law are not equally heinous; but some sins in themselves, 
and by reason of several aggravations, are more heinous in the sight of God than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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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51. What are those aggravations that make some sins more heinous than others?

A. Sins receive their aggravations,

1. From the persons offending; if they be of riper age, greater experience or grace, 
eminent for profession, gifts, place, office, guides to others, and whose example is likely 
to be followed by others.

2. From the parties offended: if immediately against God, his attributes, and worship; 
against Christ, and his grace; the Holy Spirit, his witness, and workings; against 
superiors, men of eminency, and such as we stand especially related and engaged unto; 
against any of the saints, particularly weak brethren, the souls of them, or any other, 
and the common good of all or many.

3. From the nature and quality of the offence: if it be against the express letter of the 
law, break many commandments, contain in it many sins: if not only conceived in the 
heart, but breaks forth in words and actions, scandalize others, and admit of no 
reparation: if against means, mercies, judgments, light of nature, conviction of 
conscience, public or private admonition, censures of the church, civil punishments; and 
our prayers, purposes, promises, vows, covenants, and engagements to God or men: if 
done deliberately, willfully, presumptuously, impudently, boastingly, maliciously, 
frequently, obstinately, with delight, continuance, or relapsing after repentance.

4. From circumstances of time, and place: if on the Lord's day, or other times of divine 
worship; or immediately before or after these, or other helps to prevent or remedy such 
miscarriages: if in public, or in the presence of others, who are thereby likely to be 
provoked or defiled.

Q. 152. What doth every sin deserve at the hands of God?

A. Every sin, even the least, being against the sovereignty, goodness, and holiness of 
God, and against his righteous law, deserveth his wrath and curse, both in this life, and 
that which is to come; and cannot be expiated but by the blood of Christ.

Q. 153. What doth God require of us, that we may escape his wrath and curse due to 
us by reason of the transgression of the law?

A. That we may escape the wrath and curse of God due to us by reason of the 
transgression of the law, he requireth of us repentance toward God, and faith toward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diligent use of the outward means whereby Christ 
communicates to us the benefits of his mediation.

Q. 154. What are the outward means whereby Christ communicates to us the benefits 
of his mediation?

A. The outward and ordinary means whereby Christ communicates to his church the 
benefits of his mediation, are all his ordinances; especially the word, sacraments, and 
prayer; all which are made effectual to the elect for their sal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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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55. How is the word made effectual to salvation?

A. The Spirit of God maketh the reading, but especially the preaching of the word, an 
effectual means of enlightening, convincing, and humbling sinners; of driving them out 
of themselves, and drawing them unto Christ; of conforming them to his image, and 
subduing them to his will; of strengthening them against temptations and corruptions; 
of building them up in grace, and establishing their hearts in holiness and comfort 
through faith unto salvation.

Q. 156. Is the Word of God to be read by all?

A. Although all are not to be permitted to read the word publicly to the congregation, 
yet all sorts of people are bound to read it apart by themselves, and with their families: 
to which end, the holy Scriptures are to be translated out of the original into vulgar 
languages.

Q. 157. How is the Word of God to be read?

A. The holy Scriptures are to be read with an high and reverent esteem of them; with 
a firm persuasion that they are the very Word of God, and that he only can enable us 
to understand them; with desire to know, believe, and obey the will of God revealed in 
them; with diligence, and attention to the matter and scope of them; with meditation, 
application, self-denial, and prayer.

Q. 158. By whom is the Word of God to be preached?

A. The Word of God is to be preached only by such as are sufficiently gifted, and also 
duly approved and called to that office.

Q. 159. How is the Word of God to be preached by those that are called thereunto?

A. They that are called to labor in the ministry of the word, are to preach sound 
doctrine, diligently, in season and out of season; plainly, not in the enticing words of 
man's wisdom, but in demonstration of the Spirit, and of power; faithfully, making 
known the whole counsel of God; wisely, applying themselves to the necessities and 
capacities of the hearers; zealously, with fervent love to God and the souls of his 
people; sincerely, aiming at his glory, and their conversion, edification, and salvation.

Q. 160. What is required of those that hear the word preached?

A. It is required of those that hear the word preached, that they attend upon it with 
diligence, preparation, and prayer; examine what they hear by the Scriptures; receiv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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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th with faith, love, meekness, and readiness of mind, as the Word of God; meditate, 
and confer of it; hide it in their hearts, and bring forth the fruit of it in their lives.

Q. 161. How do the sacraments become effectual means of salvation?

A. The sacraments become effectual means of salvation, not by any power in 
themselves, or any virtue derived from the piety or intention of him by whom they are 
administered, but only by the working of the Holy Ghost, and the blessing of Christ, by 
whom they are instituted.

Q. 162. What is a sacrament?

A. A sacrament is an holy ordinance instituted by Christ in his church, to signify, seal, 
and exhibit unto those that are within the covenant of grace, the benefits of his 
mediation; to strengthen and increase their faith, and all other graces; to oblige them 
to obedience; to testify and cherish their love and communion one with another; and to 
distinguish them from those that are without.

Q. 163. What are the parts of a sacrament?

A. The parts of a sacrament are two; the one an outward and sensible sign, used 
according to Christ's own appointment; the other an inward and spiritual grace thereby 
signified.

Q. 164. How many sacraments hath Christ instituted in his church under the New 
Testament?

A. Under the New Testament Christ hath instituted in his church only two sacraments, 
baptism and the Lord's supper.

Q. 165. What is baptism?

A. Baptism is a sacrament of the New Testament, wherein Christ hath ordained the 
washing with water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Ghost, 
to be a sign and seal of ingrafting into himself, of remission of sins by his blood, and 
regeneration by his Spirit; of adoption, and resurrection unto everlasting life; and 
whereby the parties baptized are solemnly admitted into the visible church, and enter 
into an open and professed engagement to be wholly and only the Lord's.

Q. 166. Unto whom is baptism to be administered?

A. Baptism is not to be administered to any that are out of the visible church, and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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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ngers from the covenant of promise, till they profess their faith in Christ, and 
obedience to him, but infants descending from parents, either both, or but one of 
them, professing faith in Christ, and obedience to him, are in that respect within the 
covenant, and to be baptized.

Q. 167. How is baptism to be improved by us?

A. The needful but much neglected duty of improving our baptism, is to be performed 
by us all our life long, especially in the time of temptation, and when we are present 
at the administration of it to others; by serious and thankful consideration of the nature 
of it, and of the ends for which Christ instituted it, the privileges and benefits conferred 
and sealed thereby, and our solemn vow made therein; by being humbled for our sinful 
defilement, our falling short of, and walking contrary to, the grace of baptism, and our 
engagements; by growing up to assurance of pardon of sin, and of all other blessings 
sealed to us in that sacrament; by drawing strength from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Christ, into whom we are baptized, for the mortifying of sin, and quickening of grace; 
and by endeavoring to live by faith, to have our conversation in holiness and 
righteousness, as those that have therein given up their names to Christ; and to walk in 
brotherly love, as being baptized by the same Spirit into one body.

Q. 168. What is the Lord's supper?

A. The Lord's supper is a sacrament of the New Testament, wherein, by giving and 
receiving bread and wine according to the appointment of Jesus Christ, his death is 
showed forth; and they that worthily communicate feed upon his body and blood, to 
their spiritual nourishment and growth in grace; have their union and communion with 
him confirmed; testify and renew their thankfulness, and engagement to God, and their 
mutual love and fellowship each with other, as members of the same mystical body.

Q. 169. How hath Christ appointed bread and wine to be given and received in the 
sacrament of the Lord's supper?

A. Christ hath appointed the ministers of his word, in the administration of this 
sacrament of the Lord's supper, to set apart the bread and wine from common use, by 
the word of institution, thanksgiving, and prayer; to take and break the bread, and to 
give both the bread and the wine to the communicants: who are, by the same 
appointment, to take and eat the bread, and to drink the wine, in thankful 
remembrance that the body of Christ was broken and given, and his blood shed, for 
them.

Q. 170. How do they that worthily communicate in the Lord's supper feed upon the 
body and blood of Christ therein?

A. As the body and blood of Christ are not corporally or carnally present in, with, or 
under the bread and wine in the Lord's supper, and yet are spiritually present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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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th of the receiver, no less truly and really than the elements themselves are to their 
outward senses; so they that worthily communicate in the sacrament of the Lord's 
supper, do therein feed upon the body and blood of Christ, not after a corporal and 
carnal, but in a spiritual manner; yet truly and really, while by faith they receive and 
apply unto themselves Christ crucified, and all the benefits of his death.

Q. 171. How are they that receive the sacrament of the Lord's supper to prepare 
themselves before they come unto it?

A. They that receive the sacrament of the Lord's supper are, before they come, to 
prepare themselves thereunto, by examining themselves of their being in Christ, of their 
sins and wants; of the truth and measure of their knowledge, faith, repentance; love to 
God and the brethren, charity to all men, forgiving those that have done them wrong; 
of their desires after Christ, and of their new obedience; and by renewing the exercise 
of these graces, by serious meditation, and fervent prayer.

Q. 172. May one who doubteth of his being in Christ, or of his due preparation, come 
to the Lord's supper?

A. One who doubteth of his being in Christ, or of his due preparation to the sacrament 
of the Lord's supper, may have true interest in Christ, though he be not yet assured 
thereof; and in God's account hath it, if he be duly affected with the apprehension of 
the want of it, and unfeignedly desires to be found in Christ, and to depart from 
iniquity: in which case (because promises are made, and this sacrament is appointed, for 
the relief even of weak and doubting Christians) he is to bewail his unbelief, and labor 
to have his doubts resolved; and, so doing, he may and ought to come to the Lord's 
supper, that he may be further strengthened.

Q. 173. May any who profess the faith, and desire to come to the Lord's supper, be 
kept from it?

A. Such as are found to be ignorant or scandalous, notwithstanding their profession of 
the faith, and desire to come to the Lord's supper, may and ought to be kept from 
that sacrament, by the power which Christ hath left in his church, until they receive 
instruction, and manifest their reformation.

Q. 174. What is required of them that receive the sacrament of the Lord's supper in 
the time of the administration of it?

A. It is required of them that receive the sacrament of the Lord's supper, that, during 
the time of the administration of it, with all holy reverence and attention they wait 
upon God in that ordinance, diligently observe the sacramental elements and actions, 
heedfully discern the Lord's body, and affectionately meditate on his death and 
sufferings, and thereby stir up themselves to a vigorous exercise of their graces; in 
judging themselves, and sorrowing for sin; in earnest hungering and thirsting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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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 feeding on him by faith, receiving of his fullness, trusting in his merits, rejoicing 
in his love, giving thanks for his grace; in renewing of their covenant with God, and 
love to all the saints.

Q. 175. What is the duty of Christians, after they have received the sacrament of the 
Lord's supper?

A. The duty of Christians, after they have received the sacrament of the Lord's supper, 
is seriously to consider how they have behaved themselves therein, and with what 
success; if they find quickening and comfort, to bless God for it, beg the continuance 
of it, watch against relapses, fulfill their vows, and encourage themselves to a frequent 
attendance on that ordinance: but if they find no present benefit, more exactly to 
review their preparation to, and carriage at, the sacrament; in both which, if they can 
approve themselves to God and their own consciences, they are to wait for the fruit of 
it in due time: but, if they see they have failed in either, they are to be humbled, and 
to attend upon it afterwards with more care and diligence.

Q. 176. Wherein do the sacraments of baptism and the Lord's supper agree?

A. The sacraments of baptism and the Lord's supper agree, in that the author of both 
is God; the spiritual part of both is Christ and his benefits; both are seals of the same 
covenant, are to be dispensed by ministers of the gospel, and by none other; and to 
be continued in the church of Christ until his second coming.

Q. 177. Wherein do the sacraments of baptism and the Lord's supper differ?

A. The sacraments of baptism and the Lord's supper differ, in that baptism is to be 
administered but once, with water, to be a sign and seal of our regeneration and 
ingrafting into Christ, and that even to infants; whereas the Lord's supper is to be 
administered often, in the elements of bread and wine, to represent and exhibit Christ 
as spiritual nourishment to the soul, and to confirm our continuance and growth in 
him, and that only to such as are of years and ability to examine themselves.

Q. 178. What is prayer?

A. Prayer is an offering up of our desires unto God, in the name of Christ, by the help 
of his Spirit; with confession of our sins, and thankful acknowledgement of his mercies.

Q. 179. Are we to pray unto God only?

A. God only being able to search the hearts, hear the requests, pardon the sins, and 
fulfill the desires of all; and only to be believed in, and worshiped with religious 
worship; prayer, which is a special part thereof, is to be made by all to him alone, and 
to none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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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80. What is it to pray in the name of Christ?

A. To pray in the name of Christ is, in obedience to his command, and in confidence 
on his promises, to ask mercy for his sake; not by bare mentioning of his name, but by 
drawing our encouragement to pray, and our boldness, strength, and hope of 
acceptance in prayer, from Christ and his mediation.

Q. 181. Why are we to pray in the name of Christ?

A. The sinfulness of man, and his distance from God by reason thereof, being so great, 
as that we can have no access into his presence without a mediator; and there being 
none in heaven or earth appointed to, or fit for, that glorious work but Christ alone, 
we are to pray in no other name but his only.

Q. 182. How doth the Spirit help us to pray?

A. We not knowing what to pray for as we ought, the Spirit helpeth our infirmities, by 
enabling us to understand both for whom, and what, and how prayer is to be made; 
and by working and quickening in our hearts (although not in all persons, nor at all 
times, in the same measure) those apprehensions, affections, and graces which are 
requisite for the right performance of that duty.

Q. 183. For whom are we to pray?

A. We are to pray for the whole church of Christ upon earth; for magistrates, and 
ministers; for ourselves, our brethren, yea, our enemies; and for all sorts of men living, 
or that shall live hereafter; but not for the dead, nor for those that are known to have 
sinned the sin unto death.

Q. 184. For what things are we to pray?

A. We are to pray for all things tending to the glory of God, the welfare of the church, 
our own or others' good; but not for anything that is unlawful.

Q. 185. How are we to pray?

A. We are to pray with an awful apprehension of the majesty of God, and deep sense 
of our own unworthiness, necessities, and sins; with penitent, thankful, and enlarged 
hearts; with understanding, faith, sincerity, fervency, love, and perseverance, waiting upon 
him, with humble submission to his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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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86. What rule hath God given for our direction in the duty of prayer?

A. The whole Word of God is of use to direct us in the duty of prayer; but the special 
rule of direction is that form of prayer which our Savior Christ taught his disciples, 
commonly called The Lord's prayer.

Q. 187. How is the Lord's prayer to be used?

A. The Lord's prayer is not only for direction, as a pattern, according to which we are 
to make other prayers; but may also be used as a prayer, so that it be done with 
understanding, faith, reverence, and other graces necessary to the right performance of 
the duty of prayer.

Q. 188. Of how many parts doth the Lord's prayer consist?

A. The Lord's prayer consists of three parts; a preface, petitions, and a conclusion.

Q. 189. What doth the preface of the Lord's prayer teach us?

A. The preface of the Lord's prayer (contained in these words,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teacheth us, when we pray, to draw near to God with confidence of his fatherly 
goodness, and our interest therein; with reverence, and all other childlike dispositions, 
heavenly affections, and due apprehensions of his sovereign power, majesty, and 
gracious condescension: as also, to pray with and for others.

Q. 190. What do we pray for in the first petition?

A. In the first petition (which is, Hallowed be thy name), acknowledging the utter 
inability and indisposition that is in ourselves and all men to honor God aright, we 
pray, that God would by his grace enable and incline us and others to know, to 
acknowledge, and highly to esteem him, his titles, attributes, ordinances, word, works, 
and whatsoever he is pleased to make himself known by; and to glorify him in thought, 
word, and deed: that he would prevent and remove atheism, ignorance, idolatry, 
profaneness, and whatsoever is dishonorable to him; and, by his overruling providence, 
direct and dispose of all things to his own glory.

Q. 191. What do we pray for in the second petition?

A. In the second petition (which is, Thy kingdom come), acknowledging ourselves and 
all mankind to be by nature under the dominion of sin and Satan, we pray, that the 
kingdom of sin and Satan may be destroyed, the gospel propagated throughout the 
world, the Jews called, the fullness of the Gentiles brought in; the church furnished with 
all gospel officers and ordinances, purged from corruption, countenanced and 
maintained by the civil magistrate; that the ordinances of Christ may be pur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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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ensed, and made effectual to the converting of those that are yet in their sins, and 
the confirming, comforting, and building up of those that are already converted: that 
Christ would rule in our hearts here, and hasten the time of his second coming, and 
our reigning with him forever: and that he would be pleased so to exercise the 
kingdom of his power in all the world, as may best conduce to these ends.

Q. 192. What do we pray for in the third petition?

A. In the third petition (which is,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acknowledging that by nature we and all men are not only utterly unable and unwilling 
to know and to do the will of God, but prone to rebel against his word, to repine and 
murmur against his providence, and wholly inclined to do the will of the flesh, and of 
the devil: we pray, that God would by his Spirit take away from ourselves and others all 
blindness, weakness, indisposedness, and perverseness of heart; and by his grace make 
us able and willing to know, do, and submit to his will in all things, with the like 
humility, cheerfulness, faithfulness, diligence, zeal, sincerity, and constancy, as the angels 
do in heaven.

Q. 193. What do we pray for in the fourth petition?

A. In the fourth petition (which is,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cknowledging that 
in Adam, and by our own sin, we have forfeited our right to all the outward blessings 
of this life, and deserve to be wholly deprived of them by God, and to have them 
cursed to us in the use of them; and that neither they of themselves are able to 
sustain us, nor we to merit, or by our own industry to procure them; but prone to 
desire, get, and use them unlawfully: we pray for ourselves and others, that both they 
and we, waiting upon the providence of God from day to day in the use of lawful 
means, may, of his free gift, and as to his fatherly wisdom shall seem best, enjoy a 
competent portion of them; and have the same continued and blessed unto us in our 
holy and comfortable use of them, and contentment in them; and be kept from all 
things that are contrary to our temporal support and comfort.

Q. 194. What do we pray for in the fifth petition?

A. In the fifth petition (which is,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cknowledging that we and all others are guilty both of original and actual sin, and 
thereby become debtors to the justice of God; and that neither we, nor any other 
creature, can make the least satisfaction for that debt: we pray for ourselves and others, 
that God of his free grace would, through the obedience and satisfaction of Christ, 
apprehended and applied by faith, acquit us both from the guilt and punishment of sin, 
accept us in his Beloved; continue his favor and grace to us, pardon our daily failings, 
and fill us with peace and joy, in giving us daily more and more assurance of 
forgiveness; which we are the rather emboldened to ask, and encouraged to expect, 
when we have this testimony in ourselves, that we from the heart forgive others their 
off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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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95. What do we pray for in the sixth petition?

A. In the sixth petition (which i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acknowledging that the most wise, righteous, and gracious God, for divers holy 
and just ends, may so order things, that we may be assaulted, foiled, and for a time 
led captive by temptations; that Satan, the world, and the flesh, are ready powerfully to 
draw us aside, and ensnare us; and that we, even after the pardon of our sins, by 
reason of our corruption, weakness, and want of watchfulness, are not only subject to 
be tempted, and forward to expose ourselves unto temptations, but also of ourselves 
unable and unwilling to resist them, to recover out of them, and to improve them; and 
worthy to be left under the power of them; we pray, that God would so overrule the 
world and all in it, subdue the flesh, and restrain Satan, order all things, bestow and 
bless all means of grace, and quicken us to watchfulness in the use of them, that we 
and all his people may by his providence be kept from being tempted to sin; or, if 
tempted, that by his Spirit we may be powerfully supported and enabled to stand in 
the hour of temptation; or when fallen, raised again and recovered out of it, and have 
a sanctified use and improvement thereof: that our sanctification and salvation may be 
perfected, Satan trodden under our feet, and we fully freed from sin, temptation, and 
all evil, forever.

Q. 196. What doth the conclusion of the Lord's prayer teach us?

A. The conclusion of the Lord's prayer (which is,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teacheth us to enforce our petitions with 
arguments, which are to be taken, not from any worthiness in ourselves, or in any other 
creature, but from God; and with our prayers to join praises, ascribing to God alone 
eternal sovereignty, omnipotency, and glorious excellency; in regard whereof, as he is 
able and willing to help us, so we by faith are emboldened to plead with him that he 
would, and quietly to rely upon him, that he will fulfill our requests. And, to testify this 
our desire and assurance, we say,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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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ER CATECHISM

Q. 1.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A.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Q. 2. What rule hath God given to direct us how we may glorify and enjoy him?

A. The Word of God, which is contained in the Scripture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is the only rule to direct us how we may glorify and enjoy him.

Q. 3. What do the Scriptures principally teach?

A. The Scriptures principally teach what man is to believe concerning God, and what 
duty God requires of man.

Q. 4. What is God?

A. God is a spirit, infinite, eternal, and unchangeable, in his being, wisdom, power, 
holiness, justice, goodness and truth.

Q. 5. Are there more Gods than one?

A. There is but one only, the living and true God.

Q. 6. How many persons are there in the godhead?

A. There are three persons in the Godhead;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Ghost; 
and these three are one God, the same in substance, equal in power and glory.

Q. 7. What are the decrees of God?

A. The decrees of God are his eternal purpose, according to the counsel of his will, 
whereby, for his own glory, he hath foreordained whatsoever comes to pass.

Q. 8. How doth God execute his decrees?

A. God executeth his decrees in the works of creation and pr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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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 What is the work of creation?

A. The work of creation is God's making all things of nothing, by the word of his 
power, in the space of six days, and all very good.

Q. 10. How did God create man?

A. God created man male and female, after his own image, in knowledge, righteousness 
and holiness, with dominion over the creatures.

Q. 11. What are God's works of providence?

A. God's works of providence are his most holy, wise and powerful preserving and 
governing all his creatures, and all their actions.

Q. 12. What special act of providence did God exercise toward man in the estate 
wherein he was created?

A. When God had created man, he entered into a covenant of life with him, upon 
condition of perfect obedience; forbidding him to eat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upon the pain of death.

Q. 13. Did our first parents continue in the estate wherein they were created?

A. Our first parents, being left to the freedom of their own will, fell from the estate 
wherein they were created, by sinning against God.

Q. 14. What is sin?

A. Sin is any want of conformity unto, or transgression of, the law of God.

Q. 15. What was the sin whereby our first parents fell from the estate wherein they 
were created?

A. The sin whereby our first parents fell from the estate wherein they were created was 
their eating the forbidden fruit.

Q. 16. Did all mankind fall in Adam's first trans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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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covenant being made with Adam, not only for himself, but for his posterity; all 
mankind, descending from him by ordinary generation, sinned in him, and fell with him, 
in his first transgression.

Q. 17. Into what estate did the fall bring mankind?

A. The fall brought mankind into an estate of sin and misery.

Q. 18. Wherein consists the sinfulness of that estate whereinto man fell?

A. The sinfulness of that estate whereinto man fell consists in the guilt of Adam's first 
sin, the want of original righteousness, and the corruption of his whole nature, which is 
commonly called original sin; together with all actual transgressions which proceed from 
it.

Q. 19. What is the misery of that estate whereinto man fell?

A. All mankind by their fall lost communion with God, are under his wrath and curse, 
and so made liable to all miseries in this life, to death itself, and to the pains of hell 
forever.

Q. 20. Did God leave all mankind to perish in the estate of sin and misery?

A. God having, out of his mere good pleasure, from all eternity, elected some to 
everlasting life, did enter into a covenant of grace, to deliver them out of the estate of 
sin and misery, and to bring them into an estate of salvation by a redeemer.

Q. 21. Who is the redeemer of God's elect?

A. The only redeemer of God's elect is the Lord Jesus Christ, who, being the eternal 
Son of God, became man, and so was, and continueth to be, God and man in two 
distinct natures, and one person, forever.

Q. 22. How did Christ, being the Son of God, become man?

A. Christ, the Son of God, became man, by taking to himself a true body and a 
reasonable soul, being conceived by the power of the Holy Ghost in the womb of the 
virgin Mary, and born of her, yet without sin.

Q. 23. What offices doth Christ execute as our redee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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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hrist, as our redeemer, executeth the offices of a prophet, of a priest, and of a 
king, both in his estate of humiliation and exaltation.

Q. 24. How doth Christ execute the office of a prophet?

A. Christ executeth the office of a prophet, in revealing to us, by his word and Spirit, 
the will of God for our salvation.

Q. 25. How doth Christ execute the office of a priest?

A. Christ executeth the office of a priest, in his once offering up of himself a sacrifice 
to satisfy divine justice, and reconcile us to God; and in making continual intercession 
for us.

Q. 26. How doth Christ execute the office of a king?

A. Christ executeth the office of a king, in subduing us to himself, in ruling and 
defending us, and in restraining and conquering all his and our enemies.

Q. 27. Wherein did Christ's humiliation consist?

A. Christ's humiliation consisted in his being born, and that in a low condition, made 
under the law, undergoing the miseries of this life, the wrath of God, and the cursed 
death of the cross; in being buried, and continuing under the power of death for a 
time.

Q. 28. Wherein consisteth Christ's exaltation?

A. Christ's exaltation consisteth in his rising again from the dead on the third day, in 
ascending up into heaven, in sitting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nd in 
coming to judge the world at the last day.

Q. 29. How are we made partakers of the redemption purchased by Christ?

A. We are made partakers of the redemption purchased by Christ, by the effectual 
application of it to us by his Holy Spirit.

Q. 30. How doth the Spirit apply to us the redemption purchased by Christ?

A. The Spirit applieth to us the redemption purchased by Christ, by working faith in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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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reby uniting us to Christ in our effectual calling.

Q. 31. What is effectual calling?

A. Effectual calling is the work of God's Spirit, whereby, convincing us of our sin and 
misery, enlightening our minds in the knowledge of Christ, and renewing our wills, he 
doth persuade and enable us to embrace Jesus Christ, freely offered to us in the 
gospel.

Q. 32. What benefits do they that are effectually called partake of in this life?

A. They that are effectually called do in this life partake of justification, adoption and 
sanctification, and the several benefits which in this life do either accompany or flow 
from them.

Q. 33. What is justification?

A. Justification is an act of God's free grace, wherein he pardoneth all our sins, and 
accepteth us as righteous in his sight, only for the righteousness of Christ imputed to 
us, and received by faith alone.

Q. 34. What is adoption?

A. Adoption is an act of God's free grace, whereby we are received into the number, 
and have a right to all the privileges of, the sons of God.

Q. 35. What is sanctification?

A. Sanctification is the work of God's free grace, whereby we are renewed in the whole 
man after the image of God, and are enabled more and more to die unto sin, and live 
unto righteousness.

Q. 36. What are the benefits which in this life do accompany or flow from justification, 
adoption and sanctification?

A. The benefits which in this life do accompany or flow from justification, adoption and 
sanctification, are, assurance of God's love, peace of conscience, joy in the Holy Ghost, 
increase of grace, and perseverance therein to the end.

Q. 37. What benefits do believers receive from Christ at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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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souls of believers are at their death made perfect in holiness, and do 
immediately pass into glory; and their bodies, being still united to Christ, do rest in 
their graves till the resurrection.

Q. 38. What benefits do believers receive from Christ at the resurrection?

A. At the resurrection, believers being raised up in glory, shall be openly acknowledged 
and acquitted in the day of judgment, and made perfectly blessed in the full enjoying 
of God to all eternity.

Q. 39. What is the duty which God requireth of man?

A. The duty which God requireth of man is obedience to his revealed will.

Q. 40. What did God at first reveal to man for the rule of his obedience?

A. The rule which God at first revealed to man for his obedience was the moral law.

Q. 41. Where is the moral law summarily comprehended?

A. The moral law is summarily comprehended in the ten commandments.

Q. 42. What is the sum of the ten commandments?

A. The sum of the ten commandments is to love the Lord our God with all our heart, 
with all our soul, with all our strength, and with all our mind; and our neighbor as 
ourselves.

Q. 43. What is the preface to the ten commandments?

A. The preface to the ten commandments is in these words, I am the Lord thy God, 
which have brought thee out of the land of Egypt, out of the house of bondage.

Q. 44. What doth the preface to the ten commandments teach us?

A. The preface to the ten commandments teacheth us that because God is the Lord, 
and our God, and redeemer, therefore we are bound to keep all his commandments.

Q. 45. Which is the first comma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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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first commandment is, Thou shalt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Q. 46. What is required in the first commandment?

A. The first commandment requireth us to know and acknowledge God to be the only 
true God, and our God; and to worship and glorify him accordingly.

Q. 47. What is forbidden in the first commandment?

A. The first commandment forbiddeth the denying, or not worshiping and glorifying the 
true God as God, and our God; and the giving of that worship and glory to any other, 
which is due to him alone.

Q. 48. What are we specially taught by these words before me in the first 
commandment?

A. These words before me in the first commandment teach us that God, who seeth all 
things, taketh notice of, and is much displeased with, the sin of having any other god.

Q. 49. Which is the second commandment?

A. The second commandment is, Thou shalt not make unto thee any graven image, or 
any likeness of anything that is in heaven above, or that is in the earth beneath, or 
that is in the water under the earth: thou shalt not bow down thyself to them, nor 
serve them: for I the Lord thy God am a jealous God, visiting the iniquity of the fathers 
upon the children unto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 of them that hate me; and 
showing mercy unto thousands of them that love me, and keep my commandments.

Q. 50. What is required in the second commandment?

A. The second commandment requireth the receiving, observing, and keeping pure and 
entire, all such religious worship and ordinances as God hath appointed in his word.

Q. 51. What is forbidden in the second commandment?

A. The second commandment forbiddeth the worshiping of God by images, or any 
other way not appointed in his word.

Q. 52. What are the reasons annexed to the second comma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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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reasons annexed to the second commandment are, God's sovereignty over us, 
his propriety in us, and the zeal he hath to his own worship.

Q. 53. Which is the third commandment?

A. The third commandment is, Thou shalt not take the name of the Lord thy God in 
vain: for the Lord will not hold him guiltless that taketh his name in vain.

Q. 54. What is required in the third commandment?

A. The third commandment requireth the holy and reverent use of God's names, titles, 
attributes, ordinances, word and works.

Q. 55. What is forbidden in the third commandment?

A. The third commandment forbiddeth all profaning or abusing of anything whereby 
God maketh himself known.

Q. 56. What is the reason annexed to the third commandment?

A. The reason annexed to the third commandment is that however the breakers of this 
commandment may escape punishment from men, yet the Lord our God will not suffer 
them to escape his righteous judgment.

Q. 57. Which is the fourth commandment?

A. The fourth commandment is, 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Six days 
shalt thou labor, and do all thy work: but the seventh day is the sabbath of the Lord 
thy God: in it thou shalt not do any work, thou, nor thy son, nor thy daughter, thy 
manservant, nor thy maidservant, nor thy cattle, nor thy stranger that is within thy 
gates: for in six days the Lord made heaven and earth, the sea, and all that in them is, 
and rested the seventh day: wherefore the Lord blessed the sabbath day, and hallowed 
it.

Q. 58. What is required in the fourth commandment?

A. The fourth commandment requireth the keeping holy to God such set times as he 
hath appointed in his word; expressly one whole day in seven, to be a holy sabbath to 
himself.



- 327 -

Q. 59. Which day of the seven hath God appointed to be the weekly sabbath?

A. From the beginning of the world to the resurrection of Christ, God appointed the 
seventh day of the week to be the weekly sabbath; and the first day of the week ever 
since, to continue to the end of the world, which is the Christian sabbath.

Q. 60. How is the sabbath to be sanctified?

A. The sabbath is to be sanctified by a holy resting all that day, even from such 
worldly employments and recreations as are lawful on other days; and spending the 
whole time in the public and private exercises of God's worship, except so much as is 
to be taken up in the works of necessity and mercy.

Q. 61. What is forbidden in the fourth commandment?

A. The fourth commandment forbiddeth the omission or careless performance of the 
duties required, and the profaning the day by idleness, or doing that which is in itself 
sinful, or by unnecessary thoughts, words or works, about our worldly employments or 
recreations.

Q. 62. What are the reasons annexed to the fourth commandment?

A. The reasons annexed to the fourth commandment are, God's allowing us six days of 
the week for our own employments, his challenging a special propriety in the seventh, 
his own example, and his blessing the sabbath day.

Q. 63. Which is the fifth commandment?

A. The fifth commandment is, Honor thy father and thy mother; that thy days may be 
long upon the land which the Lord thy God giveth thee.

Q. 64. What is required in the fifth commandment?

A. The fifth commandment requireth the preserving the honor, and performing the 
duties, belonging to every one in their several places and relations, as superiors, 
inferiors or equals.

Q. 65. What is forbidden in the fifth commandment?

A. The fifth commandment forbiddeth the neglecting of, or doing anything against, the 
honor and duty which belongeth to every one in their several places and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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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6. What is the reason annexed to the fifth commandment?

A. The reason annexed to the fifth commandment is a promise of long life and 
prosperity (as far as it shall serve for God's glory and their own good) to all such as 
keep this commandment.

Q. 67. Which is the sixth commandment?

A. The sixth commandment is, Thou shalt not kill.

Q. 68. What is required in the sixth commandment?

A. The sixth commandment requireth all lawful endeavors to preserve our own life, and 
the life of others.

Q. 69. What is forbidden in the sixth commandment?

A. The sixth commandment forbiddeth the taking away of our own life, or the life of 
our neighbor unjustly, or whatsoever tendeth thereunto.

Q. 70. Which is the seventh commandment?

A. The seventh commandment is, Thou shalt not commit adultery.

Q. 71. What is required in the seventh commandment?

A. The seventh commandment requireth the preservation of our own and our neighbor's 
chastity, in heart, speech and behavior.

Q. 72. What is forbidden in the seventh commandment?

A. The seventh commandment forbiddeth all unchaste thoughts, words and actions.

Q. 73. Which is the eighth commandment?

A. The eighth commandment is, Thou shalt not st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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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4. What is required in the eighth commandment?

A. The eighth commandment requireth the lawful procuring and furthering the wealth 
and outward estate of ourselves and others.

Q. 75. What is forbidden in the eighth commandment?

A. The eighth commandment forbiddeth whatsoever doth or may unjustly hinder our 
own or our neighbor's wealth or outward estate.

Q. 76. Which is the ninth commandment?

A. The ninth commandment is, Thou shalt not bear false witness against thy neighbor.

Q. 77. What is required in the ninth commandment?

A. The ninth commandment requireth the maintaining and promoting of truth between 
man and man, and of our own and our neighbor's good name, especially in 
witness-bearing.

Q. 78. What is forbidden in the ninth commandment?

A. The ninth commandment forbiddeth whatsoever is prejudicial to truth, or injurious to 
our own or our neighbor's good name.

Q. 79. Which is the tenth commandment?

A. The tenth commandment is, Thou shalt not covet thy neighbor's house, thou shalt 
not covet thy neighbor's wife, nor his manservant, nor his maidservant, nor his ox, nor 
his ass, nor anything that is thy neighbor's.

Q. 80. What is required in the tenth commandment?

A. The tenth commandment requireth full contentment with our own condition, with a 
right and charitable frame of spirit toward our neighbor, and all that is his.

Q. 81. What is forbidden in the tenth commandment?

A. The tenth commandment forbiddeth all discontentment with our own estate, envying 
or grieving at the good of our neighbor, and all inordinate motions and affections to 
anything that is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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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2. Is any man able perfectly to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A. No mere man since the fall is able in this life perfectly to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but doth daily break them in thought, word and deed.

Q. 83. Are all transgressions of the law equally heinous?

A. Some sins in themselves, and by reason of several aggravations, are more heinous in 
the sight of God than others.

Q. 84. What doth every sin deserve?

A. Every sin deserveth God's wrath and curse, both in this life, and that which is to 
come.

Q. 85. What doth God require of us that we may escape his wrath and curse due to us 
for sin?

A. To escape the wrath and curse of God due to us for sin, God requireth of us faith 
in Jesus Christ, repentance unto life, with the diligent use of all the outward means 
whereby Christ communicateth to us the benefits of redemption.

Q. 86. What is faith in Jesus Christ?

A. Faith in Jesus Christ is a saving grace, whereby we receive and rest upon him alone 
for salvation, as he is offered to us in the gospel.

Q. 87. What is repentance unto life?

A. Repentance unto life is a saving grace, whereby a sinner, out of a true sense of his 
sin, and apprehension of the mercy of God in Christ, doth, with grief and hatred of his 
sin, turn from it unto God, with full purpose of, and endeavor after, new obedience.

Q. 88. What are the outward and ordinary means whereby Christ communicateth to us 
the benefits of redemption?

A. The outward and ordinary means whereby Christ communicateth to us the benefits 
of redemption, are his ordinances, especially the word, sacraments, and prayer; all which 
are made effectual to the elect for sal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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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9. How is the word made effectual to salvation?

A. The Spirit of God maketh the reading, but especially the preaching, of the word, an 
effectual means of convincing and converting sinners, and of building them up in 
holiness and comfort, through faith, unto salvation.

Q. 90. How is the word to be read and heard, that it may become effectual to 
salvation?

A. That the word may become effectual to salvation, we must attend thereunto with 
diligence, preparation and prayer; receive it with faith and love, lay it up in our hearts, 
and practice it in our lives.

Q. 91. How do the sacraments become effectual means of salvation?

A. The sacraments become effectual means of salvation, not from any virtue in them, or 
in him that doth administer them; but only by the blessing of Christ, and the working 
of his Spirit in them that by faith receive them.

Q. 92. What is a sacrament?

A. A sacrament is an holy ordinance instituted by Christ; wherein, by sensible signs, 
Christ, and the benefits of the new covenant, are represented, sealed, and applied to 
believers.

Q. 93. Which are the sacraments of the New Testament?

A. The sacraments of the New Testament are baptism and the Lord's supper.

Q. 94. What is baptism?

A. Baptism is a sacrament, wherein the washing with water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Ghost, doth signify and seal our ingrafting into Christ, 
and partaking of the benefits of the covenant of grace, and our engagement to be the 
Lord's.

Q. 95. To whom is baptism to be administered?

A. Baptism is not to be administered to any that are out of the visible church, till they 
profess their faith in Christ, and obedience to him; but the infants of such a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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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 of the visible church are to be baptized.

Q. 96. What is the Lord's supper?

A. The Lord's supper is a sacrament, wherein, by giving and receiving bread and wine 
according to Christ's appointment, his death is showed forth; and the worthy receivers 
are, not after a corporal and carnal manner, but by faith, made partakers of his body 
and blood, with all his benefits, to their spiritual nourishment and growth in grace.

Q. 97. What is required to the worthy receiving of the Lord's supper?

A. It is required of them that would worthily partake of the Lord's supper, that they 
examine themselves of their knowledge to discern the Lord's body, of their faith to feed 
upon him, of their repentance, love, and new obedience; lest, coming unworthily, they 
eat and drink judgment to themselves.

Q. 98. What is prayer?

A. Prayer is an offering up of our desires unto God, for things agreeable to his will, in 
the name of Christ, with confession of our sins, and thankful acknowledgment of his 
mercies.

Q. 99. What rule hath God given for our direction in prayer?

A. The whole word of God is of use to direct us in prayer; but the special rule of 
direction is that form of prayer which Christ taught his disciples, commonly called the 
Lord's prayer.

Q. 100. What doth the preface of the Lord's prayer teach us?

A. The preface of the Lord's prayer, which is,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teacheth 
us to draw near to God with all holy reverence and confidence, as children to a father 
able and ready to help us; and that we should pray with and for others.

Q. 101. What do we pray for in the first petition?

A. In the first petition, which is, Hallowed be thy name, we pray that God would enable 
us and others to glorify him in all that whereby he maketh himself known; and that he 
would dispose all things to his own gl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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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2. What do we pray for in the second petition?

A. In the second petition, which is, Thy kingdom come, we pray that Satan's kingdom 
may be destroyed; and that the kingdom of grace may be advanced, ourselves and 
others brought into it, and kept in it; and that the kingdom of glory may be hastened.

Q. 103. What do we pray for in the third petition?

A. In the third petition, which is,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we pray 
that God, by his grace, would make us able and willing to know, obey and submit to 
his will in all things, as the angels do in heaven.

Q. 104. What do we pray for in the fourth petition?

A. In the fourth petition, which is,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we pray that of 
God's free gift we may receive a competent portion of the good things of this life, and 
enjoy his blessing with them.

Q. 105. What do we pray for in the fifth petition?

A. In the fifth petition, which is,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we pray that God, for Christ's sake, would freely pardon all our sins; which we are the 
rather encouraged to ask, because by his grace we are enabled from the heart to 
forgive others.

Q. 106. What do we pray for in the sixth petition?

A. In the sixth petition, which i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we pray that God would either keep us from being tempted to sin, or support and 
deliver us when we are tempted.

Q. 107. What doth the conclusion of the Lord's prayer teach us?

A. The conclusion of the Lord's prayer, which is,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teacheth us to take our encouragement in prayer 
from God only, and in our prayers to praise him, ascribing kingdom, power and glory 
to him. And in testimony of our desire, and assurance to be heard, we say,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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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RECTORY FOR THE PUBLIC WORSHIP OF GOD

Chapter 1 Church and Worship Service

Article 1 The Churc  institution of the cup, dlers.arBaph

The church is the worshiping community of all persons who profess faith in 
Jesus Christ and salvation by his merit and grace alone. The church is the body 
of Christ. Through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he Word of God is to be 
proclaimed faithfully, the sacraments administered properly, and discipline 
exercised conscientiously.

Article 2 Worship Service

1. Worship is an act of gratitude by those who are redeemed by Jesus Christ 
and adopted as children of God. Since God is omnipresent, we may worship 
him in any place and at any time. It is proper, however, to worship God in a 
specified place, as a gathered assembly on the Lord’s Day when we celebrate 
Christ’s resurrection. 

2. Worship is covenantal. The parties of the covenant are God and his people. 
In worship, there is a portion that comes from God to the people and a 
portion that comes from the people to God. The people offer up praise, prayers 
and offerings to God, and God blesses his people through his Word and the 
sacraments. 

Chapter 2 Sanctification of The Lord’s Day

Article 3 Duty of Sanctifying the Lord’s Day

Keeping the Lord’s Day holy is the responsibility of all believers. This day is to 
be kept holy by resting from earthly labors and sanctifying it according to the 
teachings of the Bible. On the Lord’s Day, believers should rest from activities 
that hinder public and private acts of worship including our own works, words, 
and thoughts about worldly employments and recreation.. edhis focus should e 
everenacedn e Lord. 

Article 4 Gathering on the Lord’s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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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Lord’s Day, gathering as an assembly for the worship of God is the 
fundamental duty of God’s people. 

Article 5 Preparations for the Lord’s Day

In order to sanctify the Lord’s Day, it is necessary to consecrate our hearts 
through prayer so that genuine fellowship with our Lord may be enjoyed in 
worship. It is advisable to attend to our ordinary affairs and needs beforehand 
so that we may not be hindered from setting apart the Lord’s Day for God’s 
glory. 

Article 6 Activities Allowed on the Lord’s Day

Believers may pray, meditate, praise, participate in Bible study, attend public 
worship services, share the Gospel, and assist those in need for God’s glory and 
enjoyment of fellowship among believers. 

Chapter 3 Sunday Worship Service

Article 7 Proper Etiquette of the Worshiper 

Proper etiquette, attitude, and behavior of worshipers should be as follows:

1. Worshipers should gather in a timely manner and, having been seated, pray 
for God’s blessing upon the ministry of the pastor as well as upon those that 
are present and absent in worship. 

2. All who attend public worship are expected to be present in a spirit of 
reverence and awe of the almighty God, forbearing to engage in any hindering 
conduct.

Article 8 Order of Public Worship Service

The order of public worship is determined by the session. Basic order of public 
worship is as follows:

1. Call to Worship

2. Response Prayer 

3. Dox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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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ading of the Law

5. Responsive Reading of Scripture

6. Confession of Faith (Apostles’ Creed)

7. Hymn of Gratitude

8. Public Prayer

9. Reading of Sermon Passage

10. Song Offering by the Choir

11. Sermon

12. Sacrament

13. Response Hymn

14. Offering

15. Benediction

Article 9 Congregational Singing

Sacrifice of praise to God is the duty of all believers. It is an act of gratitude 
for grace (Hebrews 13:15). In congregational singing, it is to the glory of God 
to sing with comprehension of the lyrics and in tune with the melody as the 
people sing in unison.  

Article 10 Hymns 

The quantity, frequency and the order of hymns sung in worship should be left 
to the discretion of the pastor. Hymns should be suitable for singing by all 
members of the congregation. 

Article 11 Public Prayer 

Prayer with thanksgiving is an essential part of Lord’s Day worship and God 
desires it from his people. Those who represent the congregation in public 
prayer should pray with compassion, respect, humility, zeal, faith, love and 
patience, and in the name of the Son and under the leading of the Holy Spirit. 
The prayer should seek the will of God and use language that is common to 
the congr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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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prayer should rely on the infinite authority of God, make confession of 
sin, and seek the complete forgiveness of sin through the gracious presence of 
God, the Holy Spirit’s help, and the application of the righteousness of Jesus 
Christ. 

The one representing the congregation may include the following contents in 
public prayer:

1. Glory of God

We adore the glory and perfections of God as they are made known to us in 
the works of creation and providence, and in the clear and full revelation he 
has made himself in his written Word.

2. Thanksgiving

We give thanks to God for all his mercies of every kind, general and particular, 
spiritual and temporal, common and special; above all, for Christ Jesus, his 
unspeakable gift, the hope of eternal life through him, and for the mission and 
work of the Holy Spirit.

3. Confession

We make humble confession of sin, both original and actual, acknowledging 
that sin is departure from the living God; and, that we are guilty of rebellion, 
sins in word and in deed, sins secret and presumptuous, sins accidental and 
habitual.

4. Petition

We petition for peace with God through grace that came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joy in Christ, sanctifying grace of the Holy Spirit, strength necessary to 
the discharge of our duty, for support and comfort under all trials, and for 
temporal mercies that are necessary in our passage through this present evil 
age, in remembering that only through the grace of God our spiritual lives will 
be protected and prosper.  As we offer up these petitions, we acknowledge that 
the efficaciousness of our petitions is grounded in the abundance of God, on 
the meritorious righteousness of Christ, and on our Lord’s high priestly 
intercession for his people that seek the will of the Father that will never fail. 

5. Intercession

We pray for all mankind, that the Lord would pour out the Holy Spirit upon all; 
for the peace, purity and extension of Christ’s church; for pastors and 
missionaries around the world; for all who are persecuted for righteousness’ 
sake; for the particular church that has assembled, and all other churches 
associated in one body with it; for the sick, the poor and the destitut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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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ngers, for prisoners, for those who travel, and for civil servants.

Article 12 Prayer after the Sermon

Prayer after the sermon should be brief and relevant to the sermon given by 
the pastor. 

Article 13 Preparation for Public Prayer in Lord’s Day Worship

As the pastor prepares the sermon for the Lord’s Day, he should prepare 
himself for public prayer. By a thorough acquaintance with the Holy Scriptures, 
by study of best writings on prayer and by meditation on prayer, the pastor is 
to endeavor to acquire both the spirit and the gift of prayer. Moreover, when 
he offers prayer in public worship, he should compose his spirit and order his 
thoughts, and carefully choose his expressions and use the language of the 
people so that his congregation may profit and identify with his prayer.

Article 14 Worship of God by Offerings

Offerings should be made in worship for the propagation of the gospel in our 
own and foreign lands, and according to the way in which we are blessed. 
Offering may be placed in any location in the order of worship. Worshipers 
should make offerings in gratitude for the blessings received. 

1. Duty to Make Offerings

It is the duty of all worshipers to remember the grace and blessings that God 
freely gave in Christ. Offerings in worship should be done as an exercise of 
grace and as an act of worship. 

2. Types of Offerings

As principally taught in the Bible, the tithe and the Lord’s Day offering are 
duties of all believers. Thank offerings and other various offerings are given 
freely of one’ s own accord, in addition to the tithe and the Lord’s Day 
offering.

3. Duty to Tithe

All members of Christ’s church, as taught in the Bible, shall tithe according to 
one’s income. The tithe shall be offered to the church in which the worshiper is 
a registered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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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5 Concluding the Worship Service

The Lord’s Day worship service shall conclude with the benediction by the 
pastor (2 Cor. 13:13; Heb. 13:20-21; Eph. 3:20-21; 2 Thess. 2:16-17; Numb. 
6:24-26).

Chapter 4 Proclamation of God’s Word

Article 16 Qualification of the Preacher

The preacher is a herald of God’s Word. His life and character is to be adorned 
by the gospel that he preaches, and be a respectable example to his 
congregation with respect to love, faith and holiness.

Article 17 Scripture Reading

The Old and New Testament is the Word of God and the only infallible rule of 
our faith and practice. The person who reads the Word of God in public 
worship shall understand that he is reading as God’s agent, and his reading 
shall be dignified and solemn. The congregation shall put away all distractions, 
and with humility and earnestness listen carefully to the Word of God.  

Article 18 Preaching of the Word

The preaching of the Word is an ordinance of God for the salvation of men. 
The pastor shall commit all of his heart and soul into understanding the truth 
of Scripture and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1. Choosing the Text

The purpose of preaching is to explain, defend and apply some part of the 
system of divine truth, and to help the believer become fully aware of his 
duties. The selection of the sermon text should be left to the pastor’s discretion 
and situation, and it should be in harmony with the flow of the worship service. 

2. How to Preach

The pastor should prepare the sermon with care and meditation. Without 
adequate preparation, the pastor should not preach. The sermon should keep to 
the simplicity of the Gospel, demonstrate command of language contained in 
the bible, express in words that can be understood by all, and refrain from 
boastful demonstration of one’s learning and t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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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ength of Preaching

In keeping with harmony in worship, the pastor should assign an appropriate 
length to his preaching. 

Chapter 5 Sacraments

Article 19 Sacraments

According to the teachings of Scripture, Christianity has two sacraments, namely, 
baptism and the Lord’s Supper. A sacrament is a holy ordinance instituted by 
Christ; wherein, by sensible signs, Christ, and the benefits of the new covenant, 
are represented, sealed, and applied to believers. 

Article 20 Baptism

Baptism is a sacrament, wherein the washing with water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signifies and seals our ingrafting 
into Christ, and partaking of the benefits of the covenant of grace, and our 
engagement to be the Lord’s. 

There are two kinds of baptism, adult baptism and infant baptism. Infant 
baptism is performed through the oaths of the child’s parents. When the child 
reaches the age of discretion, he becomes a baptized member of the church 
through his public profession of faith and confirmation.

1. Authorized Officer for Baptism

Only an ordained pastor shall perform baptism. There are no legitimate 
exceptions. 

2. Qualification for Baptism

Any person who confesses that Jesus Christ is his Savior and Lord and 
confesses faith in him is qualified for baptism. 

3. Proper Location for Baptism

Baptism is not to be privately administered, but in the presence of the 
congregation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session. However, there are 
exceptions, such as a sick member who cannot attend Lord’s Day worship, or 
anyone in the armed forces or in prison. Baptism under special circumstances 
should be left to the discretion of the pastor and the wisdom of the session 
(this is applicable to infant baptism).   

4. Credible Profession of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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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 to baptism, the candidate for baptism should receive instruction in the 
Christian faith and the meaning of baptism, and the session shall obtain a 
credible profession of faith from the candidate by interview.  

5. Public Profession of Faith 

In the presence of the congregation, the candidate for baptism shall make a 
public profession of faith by answering affirmatively the following questions 
asked by the pastor:

(1) Do you acknowledge that you are a sinner in the sight of God, justly 
deserving his wrath, and without hope except in his sovereign mercy? 

(2) Do you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 as the Son of God, and Savior of 
sinners, and do you receive and rest upon him alone for salvation as he is 
offered in the gospel?

(3) Do you now resolve and promise, in humble reliance upon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that you will forsake sin and endeavor to live as a follower of 
Christ?

(4) Do you promise to submit yourself to the government and discipline of the 
church, and promise to seek the peace and purity of the church?

6. The Baptism

After the questions have been read and answers given, and thereby profession 
of faith declared by the person to be baptized, the pastor shall sprinkle water 
on the head of the person and state the following:

“ ,”IbaptizeyouinthenameoftheFather,andoftheSon,andoftheHolySpirit.Amen.”

7. Declaration of Membership by Baptism

In concluding the baptism, the pastor shall pray and declare the following: 

“I now declare that  (name of the baptized) is a member of  (name of 
local church)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Kosin) by baptis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men.” 

Article 21 Infant Baptism

1. Interview Questions for Infant Baptism

The parents shallither tructe ther ial regation.

arBap inform the pastor of their wish to have their child baptized. At an 
appointed time both or one of the parents should be present with the chil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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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interviewed by the session.

2. Session’s Exhortation to the Parents

The pastor and the session shall administer the words of God to the parents of 
the child instructing and exhorting them to raise their child in the ways of the 
Lord as laid out in Scripture, and to be good Christian examples to the child. 

3. Parental Vows

Upon the session’s conclusion that the parents’ desire to raise their child 
according to the teachings of Scripture is credible, the parents shall make the 
following vows in the presence of God and in the assembly of God’s people on 
the Lord’s Day: 

(1) Do you acknowledge that this child needs the grace of cleansing by the 
blood of Christ and renewing grace of the Holy Spirit?

(2) Do you claim God’s covenant promises on this child’s behalf, and do you 
profess that this child will be saved by trusting in the Lord Jesus Christ just as 
you seek earnestly your own salvation by faith?

(3) Do you unreservedly dedicate this child to God, and trust God’s grace in 
humility, and endeavor to set before him a godly example, and pray for and 
with this child, and instruct him in the holy Christian religion, and strive to train 
up this child, by all the means of Grace God has appointed, in the nurture and 
admonition of the Lord?

4. The Baptism

Just as it is done in adult baptism, the pastor shall call the child by name as 
he baptizes him by sprinkling water on the head of the infant, stating the 
following: “
(nameofchild),IbaptizeyouinthenameoftheFather,andoftheSon,andoftheHolySpirit.Ame
n.”

5. Declaration of Membership by Infant Baptism

After baptizing the infant, the pastor shall pray for the infant and proclaim the 
following: “I now declare that  (name of child) is a member of the  (name of 
local church)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Kosin),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men.”

Article 22 Celebration of the Lord’s Supper

The Lord’s supper is a sacrament, wherein, by giving and receiving bread and 
the cup, according to Christ’s appointment, His death is showed forth; and the 
worthy receivers are, not after a corporal and carnal manner, but by faith,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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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akers of His body and blood, with all His benefits, to their spiritual 
nourishment, and growth in grace.

1. Frequency of Administration of the Lord's Supper 

The frequency of administration of the Lord’s Supper should be left to the 
discretion of the pastor, as he may deem what is best for the edification of the 
congregation. 

2. Notification

It is proper that public notice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Lord’s Supper be 
given to the congregation. It is also proper to instruct the congregation as to 
its nature, and the necessity to prepare with confession of sin and to come in a 
suitable manner to this holy ordinance. It is appropriate to admonish a member 
who frequently neglects this holy ordinance and call upon him to be earnest in 
attending to this means of grace.

3. Qualification for Admittance to the Lord’s Supper

The participant of this ordinance shall be a baptized member who is in good 
and regular standing, and is not under ecclesiastical discipline or is suspended 
from participating in the Lord’s Supper. 

4. Partaking of the Elements

   (1) Distribution of the Bread

The table, on which the elements are placed, should be decently covered, and 
the congregation seated before it or around it in orderly manner. The pastor 
shall proclaim Christ’s institution of the Lord’s Supper and after setting apart 
the elements with prayer, the pastor should take the bread first and, with the 
assistance of the elders, distribute the bread to the participants. After all 
participants are served, the pastor distributes the bread to the elders. Before the 
bread is eaten, the pastor asks if any participant has not received the bread. 
The bread is eaten together as a sign of union and communion in Christ  ross 
his dnoment of the Lord’s SarBap.   

   (2) Distribution of the Cup

After the bread is eaten together, the pastor shall proclaim Christ’s institution of 
the cup and, with the assistance of the elders, distribute the cup to the 
participants. 

5. Manner in Which the Lord’s Supper is to be taken

It is required of them that receive the sacrament of the Lord’s Supper, that, 
during the time of the administration of it, they give thanks for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his death on the cross for the forgiveness of sins, 
and evermore determine in their hearts to proclaim Christ’s death and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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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s until he comes again. 

6. Conclusion of the Lord’s Supper

The Lord’s Supper shall conclude with the pastor’s pronouncement of the 
benediction of the Lord Jesus Christ. 

Chapter 6 Confession of Faith

Article 23 System of Confession

Every believer is to confess Jesus as his Savior and his willing submission to the 
discipline of Christ’s church. Such public profession of faith is done through the 
tradition of catechuman and confirmation.

Article 24 Catechuman

When a person decides to become a follower of Christ after attending church 
for a designated period of time and having learned the basics of the Christian 
faith, the session may examine the person and declare him a catechuman prior 
to his baptism. 

1. Examination of Faith

In light of the church’s observance of the sacraments and other special 
occasions, the session may deem it timely to baptize the candidate. In such a 
case, the session may examine the candidate’s faith by interview and determine 
if the candidate is prepared for baptism.

2. Vows 

If the session sustains the examination of the candidate’s faith, he should be 
put before the congregation and make the following vows:

   (1) Do you vow to forsake sin and trust in God only?

   (2) Do you receive Jesus Christ as your personal Savior; trust in him and vow 
to obey his commands?

   (3) Do you vow to a faithful study of the Word and all the orders of the 
church, and soon thereafter be baptized? 

3. Declaration

After the candidate’s vows, the pastor shall pray and decl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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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ow declare that ________ is a catechuman of  (name of local church)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Kosin),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men”

the 

Article 25 Confirmation

1. Meaning of Confirmation

Confirmation is administered to a child born to professing parents. Upon 
receiving infant baptism, the child is brought under the oversight and discipline 
of the church. The child is taught the Word of God, the Lord’s Prayer, the 
Apostles’ Creed, and the catechisms of the church. The child is instructed on 
prayer, to turn away from sin, fear God and love and follow the Lord Jesus; 
and, when the child reaches the age of discretion, he is taught that he has 
been a member of the church since his birth, that he is to place his faith upon 
Jesus and to make profession of that faith before the congregation, and 
thereafter to participate in the Lord’s Supper. Confirmation is the infant’s public 
profession of faith before the congregation when he reaches the age of 
discretion. 

2. Confirmation Before the Congregation

When a member by infant baptism wishes to participate in the Lord’s Supper 
and the session has sustained the examination of his faith, he is to go before 
the congregation and make public profession of faith and thereby become 
baptized member of the church. 

3. Vows

The candidate is to make the following vows before the congregation for 
confirmation:

   (1) Do you resolve and promise to make as your own the faith of your 
parents when they made profession of faith on your behalf when you were 
baptized as an infant, and endeavor to be faithful to the vows you are now 
making?

   (2) Do you acknowledge that you are a sinner in the sight of God, justly 
deserving his displeasure, and without hope except in his sovereign mercy?

   (3) Do you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 as the Son of God, and the only 
Savior of sinners, and do you receive and rest upon him alone for salvation as 
he is offered in the gospel?

   (4)  Do you now resolve and promise, in humble reliance upon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that you will forsake sin and live as a follower of Jesus Christ?

   (5) Do you submit yourself to the government and discipline of the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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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romise to pursue its purity and peace?  

4. Declaration of Confirmation

After the vow of the candidate, the pastor is to make the following declaration: 

“I now declare that  is a member of  (name of local church)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Kosin) by confirmation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men.”

  

Chapter 7 Days of Fasting and Thanksgiving

Article 26 Days of Fasting

When great and notable calamities come upon or threaten the nation, the 
church, or a family in the church, or when the pastor considers it necessary, the 
session may declare a period of fasting and prayer.

1. Observance of the Fast

In order that fasting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the gospel taught by 
Jesus, it should be done in the sight of God and not in the sight of men. 

2. Duration of the Fast

The duration of the fast should be limited, not lengthy that may be injurious to 
the health of the weak and the infirm. 

Article 29 Days of Thanksgiving

In addition to the regularly appointed days of giving thanks (such as 
Thanksgiving Day), the church may declare and observe special days of 
thanksgiving in response to God’s goodness, mercy, and blessings.

Chapter 8 Prayer Service

Article 28 Definition of Prayer Meeting

When the people of God gather together for prayer besides the corporate 
Lord’s Day worship, it is called prayer meeting. 



- 347 -

Article 29 Responsibility of Prayer

In addition to participating in the public worship of God on the Lord’s Day, it is 
the responsibility of each member to be engaged in private acts of prayer and 
family devotions in worship and prayer. Jesus commanded private acts of prayer. 
Therefore, let every member of his church pray at designated times, along with 
reading and meditation of Scripture, and solemn self-reflection. There are 
immeasurable spiritual benefits to those who pray in such a way with sincerity 
and regularity.  

Article 30 Kinds of Prayer Meetings

1. Wednesday Prayer Meeting

Wednesday prayer meeting is one of the historical prayer meetings in our 
church history and has been a means of spiritual benefit to the church. During 
the week when we are vulnerable to the sins and temptations of this world, 
Wednesday prayer meeting provides opportunity to confess our sins and gain 
strength to live a life of new obedience by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2. Early Morning Prayer Meeting 

Before starting the day, members of the church may gather together early in 
the morning to dedicate the day to God through worship and prayer. Due to 
its spiritual blessings, every member should b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this 
prayer meeting. 

3. Small Group Prayer Meeting

Small groups may gather together weekly to pray for the church, pastors and 
those who serve the church, for God’s blessings upon the gathered members 
and the nation. This prayer meeting is a wonderful opportunity to enjoy 
fellowship among believers. 

4. Family Prayer Meeting

Family prayer meeting is for each family to gather together daily for reading of 
God’s Word, prayer, and praise. 

5. Miscellaneous Prayer Meetings

When judged necessary, the church may gather together in various kinds of 
prayer meeting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midnight prayer meeting and 
overnight prayer meeting.

Article 31 Oversight of Prayer Mee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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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stor has oversight of prayer meetings. Members of the church may 
gather for prayer as circumstances arise, and the presider designated by the 
pastor should lead the prayer meeting. 

Chapter 9 Sunday School

Article 32 The Name

The church’s educational organization is named Sunday school according to our 
church’s tradition and international usage.  

Article 33 Philosophy of Sunday School Education

Sunday school education is to be grounded on the Reformed faith. The 
Westminster Standards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Westminster Larger and 
Shorter Catechisms, and The Directory for the Public Worship of God) are to be 
the material content of instruction to train covenant children to love God and 
their neighbor. 

Article 34 Educational Goals of Sunday School

The educational goals of Sunday school is to teach the Bible, 

1. To know, love and worship the triune God (Perspective on Worship).

2. To understand, love and help people who a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and to proclaim Christ (Perspective on Unity).

3. To realize one’s own identity in Christ and understand one’s special calling, 
and to be faithful to that calling (Perspective on Culture). 

Christian education is to nurture covenant children into believers who 
demonstrate both knowledge of the faith and purity in life. 

Article 35 Sunday School Worship Service

1. It is right that a family participate together in the corporate worship of God 
on the Lord’s Day. However, in circumstances where separate children’s worship 
is offered, it should be conducted under the guidance of a pastor. 

2. The nursery, preschool, kindergarten, elementary and junior high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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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may have their own worship. Students in high school and beyond may 
participate in the corporate public worship. 

Article 36 Organization of Sunday School

The Sunday school system may be organized according to each church’s 
circumstance. The various departments may be nursery, preschool, kindergarten, 
elementary, junior high, high school, college, post-college, and adult 
departments. 

Article 37 The Head of the Education Departments

The principal of the Sunday school system and the education departments is 
the senior pastor of the church.

Article 38 Sunday School Teacher

The Sunday school teacher should be a baptized member who is an example in 
the faith and have experience in teaching. 

Article 39 Sunday School Curricula

The curricula for the Sunday school system may be composed of textbooks 
published by our denomination. 

Chapter 10 Practicing the Disciplines

Article 40 Ecclesiastical Discipline

1. The Nature of Ecclesiastical Discipline

Ecclesiastical discipline is different from civil discipline because the former is 
spiritual and moral in character, and the end of discipline is the repentance and 
restoration of the offender. 

2. Declaration of Censure

Any private sins of an offender who has committed a minor offense shall not 
be made public. Any public sins of an offender, or offense that deserves se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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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sure such as excommunication, shall be made public at a corporate worship 
of the church in the following way:

“
(nameofoffender),amemberofthischurch,hasbeenbysufficientproofconvictedofthesinof

.Therefore,inthenameandbytheauthorityoftheLordJesusChrist,thischurchcourtpronoun
cesthecensureof  (name of censure) upon the offender until there is 
manifestation of sufficient evidence of repentance.”

3. Prayer and Encouragement After Pronouncement of Censure

The pastor who publicly pronounced the censure upon the offender should pray 
for the offender that he may soon repent of his sin and be restored. 

Article 41 Restoration 

1. Responsibility of the Church for the Offender under Censure

Regardless of the degree of the offense, the church has the responsibility to 
pray and encourage the offender to repent and be restored. 

2. Process and Declaration of Restoration

When the duration of the censure is fulfilled or when there is satisfactory 
evidence of repentance, and the church court determines that the offender be 
restored, the sentence of restoration shall be declared publicly before the 
congregation in the following way:

“Whereas,  (name of offender), who has once been disciplined, but now 
manifests such repentance as satisfies the church (or has satisfactorily endured 
the sentence), we the court of this church, do declare you absolved from your 
sentence formerly pronounced against you, and we do restore you to the 
communion of the church, that you may be a partaker of all the benefits of the 
Lord Jesus Christ.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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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OF CHURCH GOVERNMENT

Chapter 1 Preliminary Principles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Kosin) holds to the following eight (8) 
preliminary principles.

Article 1 The Liberty of Conscience

God alone is Lord of the conscience. He has left our conscience free from 
commandments or doctrines of men that, in regard to matters of faith and worship, are 
contrary to or deviate from His Word. Therefore, since everyone has the right to discern 
for himself the different work of faith in accordance with his own conscience without 
restriction, and since this right should not be restrained by anyone else, the freedom of 
the conscience shall not be infringed upon. 

Article 2 The Freedom of the Church

1. Just as an individual has the liberty of conscience, a denomination or church has the 
liberty to declare the terms of admission to its communion and the qualifications of its 
ministers and members, as well as the whole system of its internal government that 
Christ has appointed.

2. The church does not rely on the authority of the civil government, but only hopes 
that the government may ensure the safety of every religious body and treat it without 
discrimination. 

Article 3 Officers of the Church

The Lord Jesus, the Head of the Church, has appointed officers for edification of His 
visible church not only to preach the Gospel and administer the Sacraments, but also to 
exercise discipline for the preservation of truth and duty. It is incumbent upon these 
officers and upon the whole church in whose name they act, to censure or cast out the 
erroneous and scandalous, observing in all cases the rules contained in the Word of 
God. 

Article 4 Truth and Practice

Godliness is founded on truth. A test of truth is its power to promote holiness 
according to our Savior’s rule, “You will recognize them by their fruits.” No opinion can 
be more rebellious and contradictory than that which brings truth and falsehood upon 
the same level or that which insists on irrelevancy of faith. There is an inseparable 
connection between faith and practice, truth and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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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Qualifications of Officers

The church should elect officers according to Article 4 and establish effective guidelines 
for the election of officers who subscribe to the church’s principles and are sound in 
the faith. There are truths and forms with respect to which men of good character and 
principles may differ. In all these, it is the duty both of private Christians and the 
church to exercise mutual forbearance toward each other.

Article 6 The Right to Elect Officers 

Since the character, qualifications, and authority of church officers are laid down in the 
Holy Scripture, as well as the proper method of officer investiture, the power to elect 
persons to the exercise of authority in any particular society resides in that society. 

Article 7 Church Power

All church power, whether exercised by the body in general, or by representation, is to 
be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commandments of God. Since the Holy Scriptures are 
the only rule of faith and practice, no church adjudicatory may make laws to bind the 
conscience of any member, but all is to be done solely based on the revealed will of 
God.

Article 8 Ecclesiastical Discipline

The church shall advance the glory and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by following the 
preliminary principles contained in the previous Articles. Ecclesiastical discipline is for the 
glory and well being of the church. Since ecclesiastical discipline does not originate 
from the power of civil magistrates but from the power, authority, and grace of Jesus 
Christ, the Head of the universal church, it must be purely moral and spiritual in 
character, and its efficacy is in the justice of its administration, the approbation of an 
impartial public, and by the counsel and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Chapter 2 Church

Article 9 Definition of the Church

The church is the holy congregation of the elect that believes in Christ, called i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Article 10 Distinction of the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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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a distinction between the visible church and the invisible church. Only God 
knows the invisible church, but the visible church is scattered throughout the world. 

Article 11 Church Assemblies 

In as much as it is impossible for all the saints to assemble at one place for fellowship 
and worship, it is proper that local churches be established in various locations so that 
each church may have services according to the wishes of those persons, together with 
their children, who make profession of their faith in the Lord Jesus Christ, in order to 
nurture holy living and increase the kingdom of Christ, which is totally in accordance 
with the scriptural teachings and church laws. 

Article 12 The Local Church

Those who openly profess faith in Jesus Christ along with their covenant children, 
assemble at an appointed place for public worship of God, lead godly lives, unite 
according to the teachings of scripture for the expansion of His Kingdom, and obey 
church law, is to be called the local church. 

Article 13 Classification of a Local Church

1. A local church may be classified as an organized church or an unorganized church:

1) An organized church is a local church that has a session.

2) An unorganized church is a church that has no session. An unorganized church is 
governed by a moderator commissioned by a presbytery. 

2. A vacant church is a local church that has no called pastor, but only has a pastor 
commissioned by a Presbytery.

Article 14 The Establishment of a Local Church

1. When a gathering of worshipping believers desires to be established as a local 
church, permission from a presbytery must be secured. 

2. Minimum of 8 adult members (by baptism or confirmation) is required.

3. The following documents should be submitted when requesting the establishment 
and separation of a local church:

1) The name and address of the church.

2) The starting date of the church.

3) Signatures of each member of the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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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umber of adult members and family.

5) Number of non-adult members such as children and youths.

6) Information of the place of worship (size of the building, sanctuary, copy of lease, 
etc.).

7) Financial condition of the church.

8) Indication of distances from other surrounding churches

9) Information of the local community (population, culture, etc.)

10) Minutes of the session and congregational meetings (separation)

4. Submission of all requests for establishment or separation of a local church must be 
made through regional representatives of a presbytery.

Article 15 Oversight of a new Church 

1. If a home missions group is located in the same presbytery with the church that 
helped its foundation, the oversight of the home missions group shall be done by its 
founding church. Upon securing the presbytery’s permission to be a local church, it is 
to be overseen by the presbytery. 

2. If a newly formed church is located in a region that is under the jurisdiction of 
different presbytery, oversight should be done according to Article 15.1. Yet, the 
permission for its establishment as a local church shall be given by the regional 
presbytery. 

Article 16. Separation and Consolidation of a Local Church

1. When a local church wishes to separate, or when two or more local churches wish to 
consolidate, each church must obtain permission of the presbytery with the consent of 
the session and the congregation.  

2. When request for establishment or separation of a local church is received, the 
presbytery shall thoroughly examine the condition and circumstance of the church, and 
grant permission and commission a moderator.

3. The session and the congregation of each church must determine the procedure for 
consolidation, and the meeting minutes and the signed request by members of each 
congregation must be submitted to the presbytery through its regional representatives. 

Article 17 Dissolution of a Local Church

1. It takes the permission of the presbytery for a local church to be dissolved by the 
decision of the session and the congregation. If the session and the congr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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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not function properly, permission of the presbytery may be obtained through its 
regional representatives.

2. The dissolution of a local church may be determined by the presbytery either when 
the local church requests or, even without such a request, when the presbytery 
acknowledges the necessity of the dissolution. When the presbytery determines that the 
dissolution of the church is necessary, it shall send a commission to the church to 
manage its dissolution, erase the church from the presbytery’s directory, and assign 
presbytery’s regional representatives to oversee the welfare of the remaining members 
of the church.

Article 18 Transfer of Presbytery

1. If a local church wishes to transfer its membership to another presbytery, the request 
must be decided by the two pertinent presbyteries.

2. If a local church wishes to transfer to another presbytery, not due to the division of 
the region by the General Assembly or by the presbytery, the church must have the 
decision of the session, and must submit the request to the two pertinent presbyteries 
with copies of session meeting minutes, congregational meeting minutes, the statement 
of reasons and the signed request of the members of the session. 

Article 19 Changing the Church’s Status and Information

1. Changing the name and address of a local church: If a local church wishes to change 
its name or address, the congregational meeting must give consent, and permission by 
the presbytery through its regional representatives is required. 

2. If a local church remains with less than 8 adult members for 2 years after it received 
permission to become a local church, the presbytery may decide to change its status to 
a home missions group. After recovering minimal requirements of the status of a local 
church, the home missions group may request presbytery’s permission to be considered 
a local church. 

Article 20 Admission of a Church from another Denomination

1. A church affiliated with another denomination that wishes to be admitted to our 
denomination must petition its regional presbytery and obtain permission. 

2. Procedure for admission: church affiliated with another denomination that wishes to 
be admitted to our denomination must petition the presbytery by contacting its regional 
representatives with the following information and documents:

1) The church’s previous denomination, name and its address.

2) The church’s history.

3) Number of members (beginners, catechumen, infant baptized, baptized, numb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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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 etc.).

4) Number of pastors.

5) Number of general officers.

6) Condition of the church building (the building site, size of the sanctuary, copy of 
lease contract, etc.).

7) Minutes of congregational meetings and signatures of church members.

8) Admission application form.

3. Permission of admission: the presbytery that received the application shall examine it 
thoroughly; if permissible, the presbytery should grant permission for admission and 
commission a moderator. The church property will be transferred to the maintenance 
committee of the General Assembly. 

Chapter 3 Church Membership

Article 21 Definition of Church Member

A church member is one who believes in the Trinity; God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and is called a Christian. 

Article 22 Categories in Membership

A church member may be categorized as a beginner, catechumen, infant baptized, or 
baptized. A church member, except when specified, refers to the baptized member of 
the church. 

1. Beginner: Member who believes in Jesus Christ and attends worship services.

2. Catechumen: Member who publicly professed faith in Jesus Christ and is being 
catechized.

3. Infant Baptized: Child of a baptized member (until confirmation, he cannot enjoy the 
full rights of membership).

4. Baptized: Infant Baptized member who publicly professed faith in Jesus Christ, or 
adult member who was baptized.

Article 23 Requirements for Each Category of Membership

1. Infant baptism may be given to babies under 2 years old and at least on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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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s must be a blameless member of the church.

2. Catechumen are 14 years old or older and attended Sunday worship service for over 
6 months. However, in special occasions, the session may decide to decrease the 
required period of church attendance for membership.

3. Confirmation and baptism may be given to attendees 14 years old and older.

4. Baptism may be given to the Catechumen who attended Sunday worship service for 
over 6 months. 

Article 24 Rights of Membership

1. A baptized member ha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communion services, enjoy 
membership in congregational meetings, and receive spiritual nurture. He also has the 
right to vote and is eligible to run for election. However, if he is absent from church 
meetings without excuse for over 6 months, he may forfeit the aforementioned rights.

2. If any member of the church wishes to submit any documents to the presbytery, he 
must do so through the session, but if the session refuses to comply, he must attach 
the statement of reasons. 

Article 25 Responsibilities of Membership

Church membership carries the responsibility of faithful participation in worship (such as 
Sunday morning worship, Sunday afternoon/evening worship Wednesday worship), 
offering (tithes and various offerings), evangelical works (for the salvation of souls), 
service (participating in church’s ministry and events) and submitting to the discipline of 
the church. 

Article 26 Transfer of Membership

1. When a member attends another church, he must petition his previous church for 
membership transfer within 6 months after his departure, and until the membership 
transfer is completed, the member remain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previous church. 

2. When membership is granted, the member’s previous church must be notified. If the 
receiving church decides to reject the request of membership transfer, the church must 
return the letter of transfer to the applicant’s previous church. 

3. The letter of transfer must include a list of any disciplines pertaining to that member.

4. If any letter of transfer is returned to the previous church within 3 months, 
membership of the applicant is restored back to his original church.

5. Any officer under discipline may be reinstated only by the decision of the church 
court where the discipline origi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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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7 Reporting of Absences

If any member will be absent for over 6 months due to personal reasons such as study, 
military service, or occupation, he should notify the session.

Article 28 Termination and Retention of Membership

1. When a member leaves the church and does not carry on the responsibilities of 
membership for 6 over months without notice, his membership may be suspended, and 
if it continues for over 1 year he is deemed absent member. 

2. When a member attends another church for over 6 months without a letter of 
transfer, the session of the receiving church may grant membership by the decision of 
the session. 

Article 29 Restoration of Membership

1. When a suspended member returns to the church, his membership may be restored 
after 6 months by decision of the session. 

2. When a member attends another church for over 6 months without letter of transfer, 
membership may be granted by the receiving church’s session.

Chapter 4 The Officers of the Church

Article 30 Founding Officers of the Church

Our Lord Jesus established his church in this world, and he gave the apostles the 
power to perform authenticating miracles to unite the church as one body (Matthew 
10:18).

Article 31 Permanent Officers of the Church

The permanent officers of the church are pastor, elder and deacon (Acts 20:17,28, 1 
Timothy 3:1-13, Titus 1:5-9). 

Article 32 Retirement Age of Permanent Officers of the Church

1. The retirement age of the permanent officers of the church is 70, and they may 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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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ffice until the end of the year. 

2. If a permanent officer of the church wishes to retire before the age of 70, he may 
do so by the permission of the session or the presbytery. However, he cannot be 
reinstated. 

Article 33 Assistant Officers of the Church

Licensed preachers and pastoral candidates are called assistant officers.

Article 34 Interim Officers of the Church

A church may have interim officers. The evangelist, kwonsa, non-ordained deacon and 
kwonchal are considered interim officers. 

Article 35 Election of Church officers

1.  Only a baptized member in good and regular standing with a prayerful heart may 
participate in the election process. Any election campaign, including circulating a written 
name of any specific person in any kind of gathering, or visiting any member to gain 
support for any specific person, are prohibited. If anyone breaks this rule, the church 
court should discipline aptly.

2. A member who was absent from church for over 6 months without reasonable 
excuse such as illness, travel, etc., do not have the right to vote in an election or be 
elected. 

3. In an election, submitted ballots that exceed the number of qualified voters are 
invalid. Submitted ballots that are equal to or less than the number of qualified voters 
are valid. 

4. Counterfeit ballot paper or ballot that is incorrectly checked is counted as invalid. 
Invalid and blank ballots are included in the total votes cast, but abstention votes are 
not included in the total votes cast. 

Article 36 Election and Ordination of Deacons and Kwonsas

1. Only an organized church may elect and ordain deacons or kwonsas. However, if an 
unorganized church wishes to elect and ordain deacons or kwonsas under special 
circumstances, the moderator of the overseeing session may request the presbytery for 
two assistant session members (1 pastor, 1 elder) and they may elect and ordain 
deacons or kwonsas.

2. Conferring honorary position to a deacon, a kwonsa or a ruling elder is against the 
teachings of Scripture and church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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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7 Election of Ruling Elders, Deacons and Kwonsas

1. Election of elders, deacons and kwonsas shall be conducted within one year after 
securing permission (of the presbytery for elder, and of the session for deacon) to do 
so. The election must be conducted as a single event, but shall not exceed two rounds 
of voting.

2. If the first round of voting does not produce a selectee, second round of voting may 
be conducted with fewer candidates selected among candidates who received highest 
number of votes. However, the second vote cannot be a yes-or-no vote. 

3. The moderator of the congregational meeting must announce the above voting 
procedure beforehand.

Article 38 Codes of Conduct Pertaining to Blamelessness

The codes of conduct pertaining to blamelessness of church officers are as follows 
(which may be applicable for appointment but may not be applicable for reinstatement 
or reappointment):

1. Period of blamelessness: It shall be counted backward from the date of election.

2. Definition of blamelessness: Blamelessness means that a member has not received 
ecclesiastical censure greater than suspension or sentenced for a crime in a secular 
court greater than imprisonment. 

3. In cases of election of permanent officers, the office of elder requires 4 years (and 
the office of deacon requires 3 years) of blameless church attendance while not having 
been censured with or anything greater than suspension.

4. If an officer was censured by his previous church, the period of blamelessness may 
be counted from the date he was released from the censure. 

Chapter 5 Pastor

Article 39 The Office of the Pastor

Ordained and installed by a presbytery, the pastor shall proclaim the Gospel of Jesus 
Christ, administer the Holy Sacraments, bless the congregation, and govern the church 
with the assistance of elders (Romans 11:13). The pastor is known by many titles in the 
Holy Scripture according to their duties:

1. A supervisor overseeing the flock of Christ (Acts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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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shepherd or pastor who feeds the flock with spiritual nourishment (Ephesians 4:11, 
Jeremiah 3:15, 1 Peter 5:2-4).

3. An elder who is an example to the church, and exercises oversight of the house of 
Christ (1 Peter 5:1-3).

4. A servant or minister who serves Christ (2 Corinthians 3:6).

5. A messenger of the church who is sent by God (Revelation 2:1).

6. An ambassador of Christ who proclaims the will of God and exhorts reconciliation 
with God in Christ (2 Corinthians 5:20, Ephesians 6:20).

7. A preacher and teacher who gives instruction in sound doctrine and rebukes those 
who contradict it (1 Timothy 2:7, 2 Timothy 1:11, Titus 1:9). 

8. An evangelist who spreads the good news of the Gospel (2 Timothy 4:5).

9. A steward who is entrusted with the mysteries of God (Luke 12:42, 1 Corinthians 
4:1-2).

Article 40 Qualifications of the Pastor

The qualifications of the pastor are as follows:

1. He must be a male who has a blameless record of local church membership for 7 or 
more years.

2. He must be a graduate of a seminary, which is either directly managed by the 
General Assembly or recognized by the General Assembly, and be licensed to preach. 

3. He must complete the training courses that are set by the General Assembly.

4. He must pass the pastoral examination conducted by a presbytery.

5. He must have sincere faith.

6. He must be able to teach.

7. He must conduct his behavior harmonious with the Word.

8. He must be able to rule his own household well.

9. He must be respected and trusted by both believers and non-believers.

Article 41 Duties of the Pastor

The duties of the pastor are as follows:

1. Pray for his congr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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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ad and preach the Word of God.

3. Lead in singing of hymns.

4. Administer the sacraments.

5. Bless God’s people as his herald.

6. Educate church members.

7. Visit church members.

8. Cast vision for ministry and execute the same. 

9. Manage worship services.

10. Manage sermon topics and oversee pulpit supply. 

11. Oversee all departments of the church.

12. Exercise discipline.

13. Appoint and dismiss assistant and interim officers.

Article 42 Titles of Pastors

The titles of pastors are as follows according to their duties:

1. Entrusted Senior Pastor: A senior pastor who is called by an organized local church 
and installed by a presbytery.

2. Senior Pastor: A senior pastor who is called by a local church and serves with the 
permission of a presbytery. 

3. Assistant Pastor: A pastor who assists the senior pastor.

4. Evangelism Pastor: A pastor who, sent by the presbytery, labors in a 
nondenominational church, church in another denomination, or in other special places.

5. Institutional Pastor: A pastor who preaches and teaches in an institution such as a 
seminary, hospital, school, etc. 

6. Military Chaplains: A pastor who is sent by the General Assembly and ministers in 
the armed forces as chaplain.

7. Missionary: A pastor who is sent abroad by the General Assembly for the work of 
missions.

8. Pastor Without a Call: A pastor who is not laboring in any positions recognized by a 
presbytery. 

9. Retired Pastor: A pastor who has retired upon reaching the age of retirement or due 
to special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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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Honorary Pastor: A retired pastor who has served 15 or more years at one local 
church, and who is duly selected as honorary pastor by that church.

11. Pastor Emeritus: A pastor who has served one presbytery blamelessly for 15 years or 
more, and upon his request to retire, the presbytery granted him this position in 
commemoration of his meritorious deeds. 

Article 43 Respectful Treatment and Rights of Retired Pastors and Honorary Pastors

1. The retired pastor’s membership is with the presbytery with which his church is 
affiliated. He may transfer his membership to the presbytery of his new residence. If he 
is appointed as honorary pastor due to his 15 years or more of service, his church 
treats him with a certain amount of living expense. 

2. If a retired pastor is registered with the Pastor Pension Plan, the foundation may 
carry out the repayment plan, but if a retired pastor is not registered with the Pastor 
Pension Plan, the church shall pay him pension that should equal his last monthly salary 
times the number of years he served in that church.

3. A retired pastor continues to be a member of presbytery but only retaining the right 
of speech, and may not serve as member of any committee of the presbytery. 

4. A retired pastor may receive the proof of the membership from the presbytery.

5. If a retired pastor plants a church, a member of the presbytery should be sent to 
serve as moderator of the church plant so that the retired pastor may preach and 
minister his congregation. 

Article 44 Interim Pastor’s Service of Consecutive Terms

Interim and assistant pastors may serve consecutive terms unless disallowed by special 
reasons. 

Article 45 Assistant Pastor’s Ministry and Rights

1. An assistant pastor cannot be the senior pastor of the church he is currently serving. 
However, if the retiring senior pastor agrees, the assistant pastor may be called to be 
the senior pastor. 

2. In case of absence of the senior pastor, with the agreement of the presbytery and 
by the decision of the session, the assistant pastor may take on the functions of the 
senior pastor. 

Article 46 Prohibition of Concurrent Offices for Institutional pastor

Institutional pastors cannot serve in a local church, but with the permiss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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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 pastor, he may temporarily serve.

Article 47 Continuation of Evangelical Pastor’s Service

If an evangelical pastor wishes to continue to serve the home missions group that has 
received permission to be formed a church, he must be called from that group. 

Article 48 Installation and Entrusting of Pastors

1. When a person, who is qualified under the church order, wishes to be ordained as 
pastor, he must be called by a local church or a Christian Institution. With permission 
of the presbytery, he shall be ordained by laying on of hands by the presbytery. The 
service of entrustment will be held at the church where he will serve.

2. The chairman of entrustment service committee shall be a presbytery member who is 
also an entrusted senior pastor. 

Article 49 The Entrusted Senior Pastor

1.  The ministry of the installed senior pastor: His ministry starts on the day of his 
inauguration and, except for special reasons, he may not resign within 5 years from the 
church he was installed.

2. Qualifications of the entrusted senior pastor: Although a pastor is permitted to be an 
installed senior pastor by the presbytery, he shall be considered as an interim pastor 
until his inauguration.

3. The deadline for the inauguration service: After the permission of the presbytery, the 
inauguration service must take place within 1 year; if 1 year is passed, he shall be 
considered as an interim pastor. If a church wishes to postpone the inauguration, the 
deadline may be extended another year upon the permission of the presbytery. 

4. If the session is dismissed after a senior pastor is entrusted, the church ought to 
reorganize the session shortly. When 2 years pass with the session being dismissed, the 
entrusted pastor automatically becomes an interim, and the presbytery shall immediately 
send an entrustment revocation committee to the church to pronounce the revocation 
of the pastor’s entrustment status. 

Article 50 Calling a Pastor

Procedure for calling a pastor is as follows:

1. Calling a senior pastor or an interim pastor shall be done with the approval of the 
session and two-thirds (2/3) vote of the congregational meeting (calling a senior pastor 
for installation applies only for the organized church). A call letter that includes the 
signatures of the majority of the blameless baptized members of the congreg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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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tter of opinion of the moderator of the congregational meeting shall be presented 
to the presbytery through the regional representatives of the presbytery. In case of a 
pastor who planted the church, as soon as the session is organized, he becomes the 
entrusted senior pastor, and the presbytery shall pronounce it. 

2. If an interim pastor or an assistant pastor is to move to another church in the same 
presbytery, he shall do so with the permission of the regional representatives of the 
presbytery, and they shall report it to the presbytery afterwards. 

3. Petition for calling an evangelism pastor, institutional pastor, and military chaplain 
shall be presented to the presbytery with the decision of the related institutions.

Article 51 Election for Calling a Pastor

1. Even if two-thirds (2/3) of the attending members at the congregational meeting vote 
to call a pastor, if there is severe opposition by the minority, the moderator may advise 
the meeting to postpone making any decision, but if the majority does not make a 
concession, the moderator shall encourage them to reconcile. 

2. Voting for the entrustment of a senior pastor may not be conducted more than once 
in a same term; if voted down, the senior pastor is considered as interim pastor. In a 
case of voting to call a succeeding senior pastor, the current senior pastor may serve 
as the moderator of the congregational meeting. 

Article 52 Calling an Assistant Pastor

1. When calling an assistant pastor, he must receive two-thirds (2/3) vote of the session. 
A call letter must be presented with the list of names and signatures from the majority 
of the session and a letter of opinion by the senior pastor to the presbytery through 
the regional representatives of the presbytery. 

2. Upon request, the officers of the presbytery may handle the calling of an assistant 
pastor in accordance with the circumstances of the presbytery.

Article 53 Calling a Pastor from Another Country

A church may call a pastor from another country (he who has permanent resident card 
or citizenship). He must have graduated from a seminary that is recognized by the 
General Assembly.  

Article 54 Forms for a Call

1. The forms for a call shall be presented as follows:

1) If the pastor is from the same presbytery, 2 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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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f the pastor is from a different presbytery, 3 forms

2. The letter of opinion of the moderator

The letter of opinion of the moderator concerning the call of a pastor must include 
exact numbers of total votes, affirmative votes, dissenting votes and abstention votes, 
and must be presented to the presbytery along with the form of call.

3. Form of a call: The terms of the call shall be like the following:

The _____ church, being on sufficient grounds well satisfied of the ministerial 
qualifications of you, including your talent, virtue and ability, and having good hopes 
from our knowledge of your labors that your ministrations in the gospel will be 
profitable to our spiritual interests, do earnestly call you to undertake the pastoral office 
in said congregation, promising you, in the discharge of your duty, all proper support, 
encouragement and obedience in the Lord. That you may be free from worldly cares 
and avocations, we hereby promise and oblige ourselves to pay you the sum of $_____ 
a year in regular monthly payments during the time of your being and continuing the 
senior pastor of this church. 

Date:

Name and signature of the moderator of the congregational meeting as the witness

To ___________________ 

Attest: Name and signature of the baptized members of the church

Article 55 Approval of the Call

The petition of call must be presented to the presbytery that has jurisdiction over the 
called pastor. Upon presbytery’s approval, the petition shall be presented to the called 
pastor. The petition shall not be presented to the pastor without the approval of the 
presbytery. 

Article 56 Calling a Pastor in Another Presbytery

The procedure for calling a pastor serving in another presbytery is as follows:

1. The church or the institution must present the petition to the presbytery.

2. Upon the decision of the presbytery, the petition is sent to the presbytery of the 
called pastor.

3. Upon the approval of the pastor’s presbytery, the petition shall be presented to the 
pastor who is called, and a letter of transfer is to be sent to the calling presbytery with 
documentation.

4. The calling presbytery should send a notice of receipt of transfer to the presbytery 
that sent the letter of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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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7 Admission of a Pastor from Other Denominations

The procedure for admitting a pastor from another denomination is as follows:

1. He must have a B.A. (Bachelor of Arts) and equivalent academic qualifications as that 
of a graduate of our denomination’s seminary. 

2. He must have recommendations from two or more members of our denomination, 
and receive the right to be an associate member.

3. He should have an adequate term of training. The terms are as follows:

1) A pastor transferring from Kosin denomination in Korea: the Book of Church Order 
of our denomination. 

2) A pastor who graduated from a seminary recognized by our denomination: the Book 
of Church Order of our denomination and the history of our denomination.

3) A pastor from other denominations: he must earn 10 credits from the seminaries 
directly managed by our denomination, pass the pastoral examination, and take the 
oath of a pastor under the presbytery of jurisdiction. 

Article 58 Resignation of a Pastor

1. Voluntary Resignation: When a pastor wishes to resign under his free will, he must 
submit his resignation to his presbytery. The presbytery shall, after reviewing the reasons 
for the resignation, offer consent after finding the reasons sufficient. 

2. Advised Resignation: When a pastor is unable to continue his service due to any 
special conditions of the church, the presbytery shall decide after carefully hearing from 
both the pastor and a representative of the congregation. 

Article 59 Departure of a Pastor

1. Voluntary Departure: When a pastor wishes to leave his office under his free will, the 
presbytery shall carefully review the reason and decide on it.

2. Advised Departure: When a pastor loses the adequate qualifications for his office, or 
do not hold office for 5 years having sound mind and body, and a church to serve, the 
presbytery may decide to advise the pastor to leave.

Article 60 A Pastor Who is Absent from the Denomination Without Leave 

Any pastor who is absent from the denomination without leave shall be expelled. Any 
pastor who becomes a member of any heretical sect shall be removed from hi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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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1 Restoration to the Pastoral Office

A pastor who wishes to be restored to the pastoral office shall go through the 
following procedure:

1. He shall present the petition for restoration to the presbytery of jurisdiction with 
letters of recommendation from three (3) pastors in the same presbytery who served in 
local churches other than his church.

2. The presbytery shall review if the petition is reasonable and satisfactory, and decide 
with the approval of two-thirds (2/3) vote of the presbytery. 

3. When a pastor is restored to his office, he shall take the same oath as for 
installation.

Article 62 A Pastor’s Leave or Absence

1. If a pastor leaves his office for a limited term due to health issues, for further 
studies or other reasons, he shall discuss it with the session; but, in case of a long-term 
absence, he should have his presbytery’s permission.

2. If a pastor wishes to take leave for at least 6 months, he needs presbytery’s 
permission. If he wishes to extend his leave to a year or more, he again needs 
presbytery’s permission.

3. A pastor may have sabbatical year on the 7th year of his service after serving for 6 
years.

Chapter 6 Elder

Article 63 The Origin of the Elder

As there were elders in the time of the law (Old Testament), ruling elders shall be 
installed in the time of the Gospel (New Testament) as well to cooperate with the 
pastor in governing the church. 

Article 64 Authority of the Elder

The elder has the right of membership of the session and higher judic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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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5 Qualifications of the Elder

The qualifications of the elder are as follows:

1. He must have a record of blameless membership for 7 or more years, and be male 
of 40-65 years of age. 

2. His faith and practice must be gospel centered, and he must be a good example to 
others.

3. He must have good knowledge and leadership capabilities.

4. He must be blameless in personal and public life.

5. He must be able to rule his own household well.

6. He must have a harmonious character and be a man of great reputation (1 Tim. 
3:1-7).

7. He must have been a member of a church for over 3 years.

8. He must be a man who keeps the Lord’s Day holy, attends public worship services 
without fail, and practices tithing.

Article 66 Duties of the Elder

The duties of the elder are as follows:

1. Support the pastor in administration and discipline.

2. Monitor the spiritual condition of the members.

3. Visit, comfort and exhort the members.

4. Encourage the members.

5. Observe whether the members conduct their lives according to the sermons preached 
to them.

6. Nurture the children of the church.

7. Pray and evangelize for the church.

8. Discuss with the pastor all things necessary for the ministry and assist him. 

Article 67 Election of an Elder

1. The number of elders to be elected shall be decided by the session with the 
permission of the presbytery.

2. Elders must be elected with two-thirds (2/3) vote of the congregational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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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andidates for the office of elder shall be nominated by the session and be elected 
by the congregational meeting.

Article 68 Installation of an Elder

1. After being elected, an elder shall have a training period of 6 months or more under 
the educational direction of the session and pass the examination of the presbytery to 
be ordained at the local church.

2. If an elder from another denomination wishes to transfer, he must pass the 
examination of the presbytery.

3. The term of office shall be 5 years. After 5 years in office, the elder shall be inactive 
from his office for one year, and may return to his office in active status after the 
resolution by the session and the officers meeting (by the resolution of the 
congregational meeting of the church, an elder may serve up to seventy (70) years of 
age without term limitations).

Article 69 Inactive Elder

1. An elder who resigns from office, or becomes inactive according to the rule of 
rotation noted in Article 68, Section 3, is called an inactive elder.

2. During the inactive period, the office of elder shall remain, but he shall not be 
counted as a member of the session.

3. If the session wishes to establish a rule for rotation of elders, it must be decided by 
two-thirds (2/3) vote of the session (per Article 68, Section 3).

Article 70 Non-Active Elder 

If an elder leaves his local church for another local church, and does not assume office 
there, he is called a non-active elder. If a non-active elder wants to become active as 
elder, 3 years must pass after his registration at his current church, and he should be 
elected at a congregational meeting by two-thirds (2/3) vote with the decision of the 
session and the permission of the presbytery, and then be installed.

Article 71 Associate Elder

If a non-active elder is capable of serving the local church well (such as an elder of the 
same denomination or of a NAPARC church), the session may decide to appoint him as 
associate elder. An associate elder has the right to speak in the session and in the 
board of officers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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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2 Retired Elder and Honorary Senior Elder

1. Retired Elder: A retired elder is one who has retired upon reaching the age of 
retirement or has retired due to special reasons.

2. Honorary Senior Elder: An honorary senior elder is one who has served a local 
church for 15 years or more, and a church may grant him the position in honor of his 
meritorious deeds by the decision of its congregational meeting. An honorary senior 
elder has the right to speak in the session and in the officers meeting.

Article 73 Regulations Pertaining to Retired Officers

If any officer (pastor, elder, deacon, or kwonsa) resigns due to special reasons before 
reaching the age of retirement, the title of ‘Retired’ can be granted only to the one 
who is older than 60 years of age. 

Article 74 Resignation of an Elder

If an elder is in poor health, or not be in position to edify the church, he may resign 
from office under his free will or the session may decide to recommend his resignation. 

1. Voluntary Resignation: If an elder wants to resign from office over personal reasons, 
he shall present a petition for resignation to the session, and obtain the permission. He 
may be restored to his office with the permission of the session.

2. Recommended Resignation: If the majority of the congregation does not wish the 
elder to continue holding his office, 1) the session may decide to recommend his 
resignation by two-thirds (2/3) vote out of the two-thirds (2/3) of the total members 
present, or 2) the congregational meeting may decided by two-thirds (2/3) vote. 

Article 75 Restoration to the Office of Elder

Procedure for restoration to the office of elder is as follows:

1. He shall present a petition for restoration to the session to which he belonged.

2. After reviewing the reasonability of the petition, the session shall decide with 
permission of the presbytery and the approval of two-thirds (2/3) vote of the 
congregational meeting for restoration.

3. Upon approval, he should take the same oath as for installation.

Chapter 7 Dea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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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6 Qualifications of the Deacon

Qualifications of the deacon are as follows:

1. He must be a male who has a blameless record of membership for 5 or more years, 
and be 30-65 years of age.

2. He should have a good reputation, a true faith, knowledge and discretion.

3. His faith and practice must be gospel centered, and a good example to others (1 
Tim. 3:8-13).

4. He must have been a member of a church for over 2 years.

5. He must be a man who keeps the Lord’s Day holy, attends worship and practices 
tithing.

Article 77 Duties of the Deacon

The deacon should 1) carry out the decisions of the session, 2) under the direction of 
the session serve the church, keep the financial accounting of the church, help the 
needy, and 3) attend the board of officers meetings.

Article 78 Election of a Deacon

1. A deacon is elected with the approval of two-thirds (2/3) vote of the congregational 
meeting that is called by the session.

2. The candidate shall be nominated by the session, and shall be elected by the 
congregational meeting.

Article 79 Installation of a Deacon

After being elected, the deacon candidate should receive training under the direction of 
the session for 6 months or more, pass the examination, and ordained as deacon at the 
local church.

Article 80 Inactive Deacon

A deacon who is in inactive status from his office is called an inactive deacon.

1. A deacon may rest from his office under his free will due to personal reasons, or the 
session may decide to recommended change of status to inactive.

2. Inactive deacon may be restored to active status with the approval of two-thirds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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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 of the session.

Article 81 Non-Active Deacon

1. If a deacon leaves his local church for another local church, and does not resume 
office, he is called a non-active deacon.

2. If a non-active deacon wants to be restored to active status, he should be elected at 
a congregational meeting by two-thirds (2/3) vote with the decision of the session.

Article 82 Retired Deacon

If a deacon retires from office reaching the age of retirement, or retires under special 
reasons at an advanced age, he is called a retired deacon. 

Article 83 Deacon’s Resignation 

A deacon may decide to resign from office when he advances in age, or he believes 
that he is of no benefit to the church although he did not commit any offense. Or, the 
session may decide to recommend his resignation by two-thirds (2/3) vote.

Article 84 Restoration to the Office of Deacon

A resigned deacon who wishes to be restored to office must go through the following 
procedure:

1. He shall present a petition for restoration to office to the session of the local church 
to which he belonged.

2. After reviewing the petition of its reasonability, the session shall decide with the 
approval of two-thirds (2/3) vote of the congregational meeting.

3. If his petition for restoration to office is permitted, he should take the same oath as 
for installation.

Chapter 8 Assistant and Temporary Officers

Article 85 Qualifications of Assistant Officers

Assistant officers belong to the session as individuals, but belong to the presbytery due 
to their office. Qualifications of assistant officers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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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icensed Preacher

A licensed preacher is one who passed the pastoral examina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and has the qualifications to preach, but has no governing rights over the 
church. For a licensed preacher to be ordained as pastor, he must go through the 
following training period before submitting a petition for ordination examination:

1) In cases of military chaplain candidates and missionary candidates approved by the 
missions committee of the General Assembly, right after their graduation from the 
seminary. 

2) A licensed preacher who passed the pastoral examinations at the General Assembly 
may be ordained in the following year after passing the examinations of the presbytery. 

2. Pastoral Candidate

A pastoral candidate is one who has a record of blameless membership for 5 or more 
years, who, having exemplifying faith and proper qualifications to be pastor, has a 
calling to be a pastor, who is taking courses at the seminary under the direction of the 
presbytery, and is recognized having the same qualifications as an evangelist.  

Article 86 The Duties of Assistant Officers

1. A licensed preacher or a pastoral candidate may attend the officers meeting with the 
permission of the session, and he may serve as interim chairman of an unorganized 
church with the permission of the moderator of the session. 

2. If any licensed preacher or pastoral candidate exhibits poor virtues or disobeys the 
discipline of the presbytery, the presbytery may cancel the approval of his title. 

Article 87 Transfer of a licensed preacher or a pastoral candidate

1. If a licensed preacher, pastoral candidate or an evangelist wants to transfer to 
another presbytery, since he is under the oversight of the presbytery, he should obtain 
permission from the presbytery, and he should obtain permission from the presbytery 
he is transferring to after submitting the transfer certificate and resume. If he has 
moved to another church by the permission of the senior pastor, he should complete 
the transfer process within 6 months.

2. Since he belongs to the session individually, he should go through the transfer 
process by submitting the transfer certificate to the church he will serve. 

Article 88 Qualifications of the Evangelist

An evangelist shall have a record of blameless membership for 5 years or more, and be 
of 25-65 years of age, and pass the examination of evangelists of the presby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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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9 Duties of the Evangelist

An evangelist supports the ministry of a local church that is under the care of the 
session or the pastor.

Article 90 Qualifications of the Kwonsa

A kwonsa shall have the following qualifications:

1. She shall have a record of blameless membership for 5 years or more, and is a 
female of 45-65 years of age.

2. Her practice must be that of a true believer and she must be a good example to 
other members.

3. She must have good reputation and sound discretion.

4. She must be a member of her church for at least 2 years.

Article 91 Duties of the Kwonsa

A kwonsa, under the oversight of the session, visits members of the church, especially 
to comfort and encourage those who are sick, poor, weak and under suffering and 
temptation.

Article 92 Election of a Kwonsa

1. A kwonsa is elected with the approval of two-thirds (2/3) vote of the congregational 
meeting after the decision of the session.

2. The candidate shall be nominated by the session, and shall be elected by the 
congregational meeting. 

Article 93 Installation, Inactive Status, Resignation and Restoration to the Office of 
Kwonsa

1. Kwonsa who is elected at a congregational meeting must have educational training 
for 6 months or more, and pass the examination of the session to be installed without 
being ordained at the local church. 

2. The procedure for inactive status, resignation, and restoration to the office of kwonsa 
are the same as those of the deacon.

Article 94 Appointment of a Non-Ordained Dea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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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nior pastor may appoint a faithful baptized member as a non-ordained deacon to 
the term of 1 year, with the consent of the session. 

Article 95 Qualifications of Temporary Officers

1. A non-ordained deacon shall have a record of blameless membership for 2 years or 
more, and be of 25-70 years of age, and his or her faith and practice shall be a good 
example to other members. 

2. A non-active deacon may serve as non-ordained deacon by the decision of the 
session. If the candidate is elected to be an ordained deacon by the congregational 
meeting, an inauguration service is in order, but there shall be no ordination.

3. The senior pastor, with the consultation of the session, may appoint a faithful 
baptized member as kwonchal to the term of 1 year, entrusting him the duties to visit 
church members; and, he may serve as a deacon at the same time.

Chapter 9 Governing Bodies

Article 96 Nature of Governing Bodies

Governing bodies are established in order to maintain the purity and peace of the 
church according to the principles laid out in Scripture by nurturing the members to be 
in obedience to church order. 

Article 97 Classification of Governing Bodies

Governing bodies, whose members are pastors and elders, are classified as the session, 
the presbytery, and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order of appeal shall be session, 
presbytery and General Assembly.

Article 98 The Meetings of Governing Bodies

The session shall hold meetings more than once a year, the presbytery shall hold 
meetings more than twice a year, and the General Assembly shall meet once a year. 

Article 99 The Authority of Governing Bodies

Each governing body has authority to establish its own rules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Each governing body is in charge of executing administration and discip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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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church order.

Article 100 Characteristics of the Decisions of Governing Bodies

1. Although each governing body has its own authority, since it is not independent, any 
decision made according to church order by each governing body shall be recognized 
as having the same authority as any other body under the General Assembly.

2. Each governing body has its own rights and privileges; however, it is to be under the 
control and review of higher bodies.

Article 101 Procedure for Decision Making by Governing Bodies

1. If not indicated in the church order, all decisions shall be made by the approval of 
the majority.

2. If the votes casted are equal, the case shall be considered rejected.

Article 102 Moderator of a Governing Body

Each governing body elects a pastor moderator in accordance with the law to take care 
of affairs quickly and orderly.

Article 103 The Authority of the Moderator

The authority of the moderator is as follows:

1. He calls the meeting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the body, and convenes and 
adjourns the meeting.

2. He has the authority to keep the meeting in order, to handle the agenda.

3. He has the authority to manage the meeting to follow the rules and to maintain the 
order of the meeting. 

4. He has the authority to forbid anyone violating others’ right to speak.

5. He has the authority to forbid anyone from insulting or satirizing other members.

6. He has the authority to handle the agenda appropriately and quickly.

7. He has the authority to forbid anyone from changing seats.

8. He has the authority to explain the agenda and to proclaim motions that are passed.

9. He has the authority to adjourn the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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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4 The Clerk of a Governing Body

Each governing body elects a clerk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meeting to keep the 
documents and the minutes of the meeting.

Article 105 Duties of the Clerk of a Governing Body

The clerk records all the minutes in detail, keeps all the documents, and presents any 
copy upon request, and a copy sealed by the clerk is recognized as same as the 
original.

Article 106 Standards for Inspecting the Minutes 

Each governing body shall inspect the minutes of the lower governing bodies while 
meeting the following standards:

1. That the minutes record everything correctly.

2. That the minutes be record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3. That the decisions of the meetings are in accordance with the church order.

4. That the decisions of the meetings are wise, fair and virtuous. 

Article 107 Correcting Errors in the Minutes

When any error are found in the minutes of a lower governing body, the lower 
governing body should be ordered to make corrections. The lower governing body must 
make corrections immediately and submit the revised minutes to the higher governing 
body.

Article 108 Settlement Committee and the Administrative Commission

The presbytery and the General Assembly may send a Settlement Committee or an 
Administrative Commission to the local church, to the presbytery or to the General 
Assembly to resolve any difficult conflicts.

Article 109 Formation of the Administrative Commission

The Administrative Commission of the presbytery should be formed by 5 members (4 
pastors and 1 elder), and the Administrative Commi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should be formed by 7 members (5 pastors and 2 e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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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0 Boundaries of the Duties of the Administrative Commission

1. The Administrative Commission of the presbytery replaces the presbytery; it can 
suspend the authority of the moderator and any session members of a local church and 
appoint another pastor to be the temporary or substitute moderator to resolve the 
problem.

2. The Administrative Commi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replaces the General 
Assembly; it can suspend the authority of the moderator or any executive member of 
the presbytery.

Article 111 Implementation of the Administrative Commission’s Judgment and Appeal 
Thereof

1. The judgment of the Administrative Commission becomes effective immediately, and 
any judgment may be appealed within 15 days of the notice.

2. The judgment of the Administrative Commission should be reported to its governing 
body.

Chapter 10 Session

Article 112 The Organization of the Session

The session of each local church consists of pastors and elders on duty. If there is one 
elder in the session, it is called the associate-session; if there are two or more elders in 
the session, it is called the full-session.

Article 113 Requirements for Organizing a Session

In order to organize a session, the church shall have 20 or more members and a 
qualified elder.

Article 114 Associate-Session’s Power

The associate-session may handle anything that a full-session may handle, but any case 
relating to discipline or disobedience of an elder, the moderator shall report it to the 
presbytery and allow it to handle th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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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5 Calling of the Session

The moderator shall call the session once a year or more as follows:

1. When the moderator thinks it is necessary.

2. When it is requested by two or more members of the session. 

3. When a higher governing body instructs the session to be called.

Article 116 Requirements for Calling the Session

If the moderator wishes to call the session, the moderator must call it so that all 
members of the session are clearly informed of the call.

Article 117 Quorum of the Session

If there are two elders in the session, the quorum of the session shall be the 
moderator and 1 elder, and if there are three elders or more, the quorum of the 
session shall be the moderator and 2 elders.

Article 118 Moderator of the Session

A presbytery appoints and commissions the moderator of each local church as follows:

1. The senior pastor of the church shall be the moderator of the session.

2. The interim pastor may serves as the moderator with the approval of the presbytery. 

3. When a church is without a pastor, the presbytery commissions the moderator.

4. In case of sickness or absence of the pastor, an interim moderator may be requested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of the session. 

Article 119 Interim Moderator

1. In case of absence of the pastor, or in case of handling an issue pertaining to the 
senior pastor, the session should request an interim moderator from the presbytery.

2. The interim moderator sent by the presbytery may conduct all ministry related 
business except for discipline. If any discipline is necessary, he shall get permission from 
the presbytery.

Article 120 Moderator of an Unorganized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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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derator of an unorganized church may handle any general work typically done 
by a session. Any difficult issues may be handled by seeking cooperation from the 
presbytery’s regional representatives. However, in handling any case involving discipline, 
he shall invite one pastor and one elder from the presbytery for cooperation. He must 
also compose meeting minutes and submit them to the presbytery once a year for 
control and review. 

Article 121 Duties of the Session

The duties of the session are as follows:

1. The session, as a ministerial entity, is in charge of the administration and discipline 
of the church.

2. The scope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session is as follows:

1) Examining the infant baptized member, catechumen, baptized member, and accepting 
infant baptized member as a baptized member. 

2) Examining the deacon and kwonsa.

3) Installation of the elder, deacon and kwonsa.

4) Managing the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interim and temporary officers of the 
church.

5) Setting the date and method of offerings.

6) Issuing the letter of transfer for members who are moving.

7) Selecting and sending representative elders to the presbytery, and presenting 
petitions to the presbytery.

3. Oversight of Discipline:

1) Summoning and questioning witnesses.

2) Executing censure and restoration.

Article 122 Standard for Selecting Representative Elders to the Presbytery

The session of each local church may send its members as representatives to the 
presbytery.

Article 123 Minutes of the Session

The minutes of the session must record accurately its decisions and resolutions, and the 
minutes shall be reviewed by the presbytery at least once a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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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4 Rolls and Registers

The session shall keep the following rolls:

1. The beginners’ roll.

2. The catechumens’ roll.

3. The infant baptized members’ roll.

4. The baptized members’ roll.

5. The transferred members’ roll.

6. The married members’ roll.

7. The missing members’ roll.

8. The censures and restoration of members’ roll.

9. The decease members’ roll.

Article 125 Dismissal of the Sessio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ession, when there is no elder in active service, the 
session shall be dismissed.

Chapter 11: The Presbytery

Article 126 Significance of the Presbytery

As the church, the body of Christ, separated to become many local churches (Acts 
6:1-6, 9:31, 21:20), every local church should cooperate with and support each other to 
preserve the purity of doctrine, to execute discipline, to increase faith and knowledge, 
and to prevent apostasy and immorality. That is why there is the need for higher 
governing body like the presbytery. 

Article 127 Organization of the Presbytery 

A presbytery shall consist of 5 pastors or more and elders who are sent from 5 
different sessions, with the exception in special distr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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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8 Calling a Meeting of the Presbytery 

The moderator of the presbytery calls the meetings in the following manner:

1. The two stated meetings of the presbytery per year (Spring and Autumn) shall take 
place on the prearranged date and place, and must be announced 2 months prior to 
each meeting. 

2. Special meeting of the presbytery convenes when called by the officers of the 
presbytery, or when requested by 2 pastors and 2 elders or more, each representing 
different churches. The agenda for the special presbytery meeting must be sent out to 
all members of the presbytery 7 days prior to the meeting and,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e meeting shall handle only the declared agenda.  

Article 129 Quorum of the Presbytery

The presbytery shall call to order with the minimum of 3 pastors and 1 elder from 
separate local churches of the presbytery at the appointed time and place. 

Article 130 Qualifications for the Members of the Presbytery

Qualifications for the members of the presbytery are as follows:

1. Senior pastors, interim pastors, associate pastors, evangelism ministers, institutional 
ministers, and missionaries have the right of membership of the presbytery, and are to 
be distinguished into active members and inactive members.

1) Active member: (1) the person and the church he serves are members of the 
presbytery; he attends each presbytery meetings without any unexcused absences, and 
he actively participates in the ministry. (2) An active member has rights to be a 
member of a presbytery and the General Assembly; he may also participate in any 
committee, including any standing committee. 

2) Inactive member: (1) An inactive member is one who does not attend presbytery 
meetings three or more times without excuses, who is a non-active pastor, and whose 
church is not affiliated with our denomination. (2) An inactive member also has the 
right to be a member of a presbytery and the General Assembly, but he cannot 
participate in any committee, including any standing committee. Yet, he does have the 
right to speak and vote.

3) Associate member: A member of presbytery who was formerly a member of another 
denomination having the right to speak for 1 year. 

2. Representative elder is one whose name has been received by the stated clerk of the 
presbytery and is called during roll call.

3. The privileges of membership becomes effective when a member’s name is called. 

4. Honorary pastor, pastor emeritus and the retired pastor are members who have the 
rights to speak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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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1 Performing the Duties as Members of the Presbytery

If any session does not send any representatives, the session shall be exhorted by the 
presbytery. If any selected elder representative does not attend the presbytery without 
any excuse, the presbytery shall direct the session to reproach him. If any pastoral 
member does not attend the presbytery without any excuse, the presbytery shall 
reproach him and his session.

Article 132 Duties of the Presbytery

The duties of the presbytery are as follows:

1. The presbytery shall oversee the sessions, local churches, pastors, licensed preachers, 
evangelists, pastoral candidates, organizations and groups belonging to the presbytery’s 
jurisdiction.

2. The presbytery handles the petitions, inquiries, requests, and resolutions that are 
presented by the sessions.

3. The presbytery handles all appeals, entrusted affairs, and petitions presented by the 
sessions.

4. The presbytery examines qualifications of pastors, and manages the details of 
installations, entrustments, dismissals, transfers and disciplines. 

5. The presbytery supervises pastoral candidates’ transfer and discipline.

6. The presbytery gives permission to the local churches to elect and install elders and 
examines the qualifications of elders and evangelists.

7. The presbytery examines qualifications of evangelists.

8. The presbytery reviews the minutes of the session of each local church and 
administrative records of unorganized churches, and notes the lawfulness of the way 
they were handled.

9. The presbytery gives proper interpretation regarding the truth and discipline.

10. The presbytery inspects whether each local church maintains its purity and peace. 

11. The presbytery has the authority to establish, separate, consolidate and dissolve local 
churches, and to organize a session.

12. The presbytery has the authority to call pastors for unorganized churches.

13. The presbytery directs and encourages the mission works of each unorganized 
church (Acts 6:1-6, 9:31, 21:20) and plans for the spiritual benefit of each local church.

14. The presbytery presents all the requests, references, recommendations, inquiries, 
appeals and judgments that need to be forwarded to the higher governing body.



- 385 -

15. The presbytery reports the current circumstances of the presbytery to the General 
Assembly.

16. The presbytery selects and sends representative pastors and elders to the General 
Assembly. 

17. The presbytery implements the directives of the General Assembly.

18. The presbytery manages financial controversies between local churches and 
organizations.

Article 133 Minutes of the Presbytery

The presbytery shall keep a full and accurate detailed record of its proceedings, which 
shall be reviewed at least once a year by the General Assembly.

Article 134 Rolls of the Presbytery

The list of rolls the presbytery must maintain is as follows:

1. Roll of pastors on duty.

2. Roll of associate pastors on duty.

3. Roll of institutional pastors.

4. Roll of missionaries.

5. Roll of non-active pastors.

6. Roll of deceased pastors.

7. Roll of retired pastors.

8. Roll of honorary pastors.

9. Roll of licensed preachers.

10. Roll of pastoral candidates and evangelists.

11. Roll of local churches (dates of founding, separation, consolidation, dissolution shall 
be specified).

12. Roll of elders.

Article 135 Establishment, Separation, Consolidation, and Dissolution of the Presbytery

1. The establishment, separation, consolidation and dissolution of a presbytery must be 
decided by the presbytery and be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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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 case of 1 above, the General Assembly shall send an investigative committee and 
have it handle the case and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3. The General Assembly shall receive the report from 2 above, organize the rolls of the 
presbytery, and decide the transfer of all members of the dissolved presbytery.

Article 136 Drawing and Redrawing Presbyterial Boundaries 

1. The boundary of the presbytery follows the standard set by the General Assembly, 
and its church order.

2. The General Assembly may decide to redraw the boundary of a presbytery when a 
presbytery is separated or when it is necessary to redraw the boundary of any 
presbytery due to special circumstances, after hearing opinions from that presbytery. 

Article 137 Regional Presbyterial Representatives 

1. The presbytery shall have regional presbyterial representatives for the purpose of 
overseeing the local churches according to regions.

2. The presbytery determines the regions over which the regional presbyterial 
representatives supervise.

Article 138 Directors of the Regional Presbyterial Representatives

1. The presbytery shall appoint officers of the regional presbyterial representatives 
(chairman, manager, secretary, and treasury) among its members for the purpose of 
aiding the management of the local churches and execution of discipline. The members 
of the regional presbyterial representatives are pastors and elders who are in charge of 
local churches in their district. 

2. The number of the officers of the regional presbyterial representatives is to be 
decided by the presbytery. They shall inspect the local churches; and, for any important 
cases, the regional presbyterial representatives should consult and instruct the church, 
and should report to the presbytery.

Article 139 Duties of the Regional Presbyterial Representatives

The duties of the regional presbyterial representatives in relation to inspecting the local 
churches are as follows:

1. The regional presbyterial representatives shall consult and instruct the local churches 
for their search of pastors, and advise unorganized churches to aid in finding their 
pastor; The regional presbyterial representatives shall endeavor to have no church 
without a pastor in the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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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regional presbyterial representatives shall plan and direct joint events among 
churches in the district.

3. The regional presbyterial representatives shall convey any documents presented by 
local churches to the presbytery.

4. The regional presbyterial representatives shall inspect the condition of local churches, 
and shall consult and instruct any revival meetings of local churches.

5. The regional presbyterial representatives shall report the conditions of local churches 
or the results of any authorized cases to the presbytery.

6. The regional presbyterial representatives is not a governing body; thus, it shall not 
participate in any cases that involve discipline. However, with the permission of the 
presbytery, the regional presbyterial representatives may participate in disciplinary cases.

Article 140 Own Regulations

In relation to its internal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each presbytery shall establish 
and execute its own regulations that are based on church order. 

Chapter 12 The General Assembly

Article 141 Definition of General Assembly

The General Assembly is the highest governing body, and it bears the title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Kosin.

Article 142 Organization of the General Assembly

The General Assembly consists of representative members commissioned by each 
presbytery who are pastors and elders. 

Article 143 Standard for Selecting the Representatives

Each presbytery shall select and send representativ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0, 
Chapter 11.

Article 144 Quorum of the General Assembly

Quorum shall be established when, at the notified place and time, simple major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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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byteries are represented, and simple majority of elders are pastors who are 
commissioned are in attendance.

Article 145 Duties of the General Assembly

The duties of the General Assembly are as follows:

1. The General Assembly shall oversee all the affairs of the local churches and the 
governing body and their cooperative relationships.

2. The General Assembly shall process all the documents of proposals, requests, appeals, 
petitions and other judicial judgments that are presented from lower governing bodies.

3. The General Assembly shall review the minutes of the presbyteries.

4. The General Assembly shall exercise the exclusive judicial authority in establishing, 
revising, and translating the constitution.

5. The General Assembly shall establish, separate, consolidate, and dissolve presbyteries, 
and set the boundaries of the presbyteries.

6. The General Assembly shall settle disputes of the local churches, and increase peace 
and purity of virtue.

7. The General Assembly shall establish and superintend theological seminaries, and train 
future pastors.

8. The General Assembly plans and implements works pertaining to missions, Christian 
education and diaconal ministries.

9. The General Assembly promotes fellowship with all the churches of reformed faith.

Article 146 Stated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The General Assembly meeting shall be held once a year on the date and place 
appointed. In case of the absence of the moderator, the vice moderator or the former 
moderator of the General Assembly calls the meeting, and shall remain in office until a 
new moderator is elected. The officers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remain in office 
until the next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The representative pastors and elders 
are to be recognized as members of the General Assembly after the certificates of 
recommendation are received by the clerk of the General Assembly and their names 
called. 

Article 147 Continuing General Assembly

1. If the General Assembly was adjourned due to the lack of quorum, or was adjourned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 General Assembly may continue to m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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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members of the continuing General Assembly are the members of the original 
General Assembly.

Article 148 Authority of the Moderator and his Provisional Duty

1. Moderator of the General Assembly represents the General Assembly and oversees all 
General Assembly operations and all sub-committees.

2. When the moderator is absent, the vice moderator takes full responsibility of the 
moderator. If the vice moderator is absent as well, former moderators take full 
responsibility, starting with the most recent one. 

Article 149 Convening and Adjourning of the General Assembly

The General Assembly shall convene and adjourn the session with prayer; and, when the 
decision is taken for adjourning the session, the moderator shall say from the chair, 
“Through the authority invested in me by the church, I declare that the General 
Assembly is now adjourned.”

Chapter 13 Meetings and Committees

Article 150 Congregational Meetings

1. Members: The congregational meeting consists of all the blameless baptized members 
of the local church.

2. Calling the meetings: The congregational meeting is called by the moderator, with 
the consent of the session, and the agenda, date, and the location must be announced 
to the congregation one week prior to the meeting.

1) Regular congregational meeting: once or more a year

2) Special congregational meeting:

a. By the petition of the officers meeting.

b. By the petition of one third of blameless members.

c. By the direction of a higher governing body.

3. Moderator and clerk:

1) The moderator of the session shall serve as the moderator of the congregational 
meeting. When the moderator is absent, the session shall request an interim mod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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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presbytery.

2) The clerk of the session shall serve as the clerk of the congregational meeting, and 
he shall compile and keep the minutes of the congregational meetings. 

4. Quorum: The quorum of the congregational meeting is met by the attending 
members at the appointed time and place; however, if the attendance is too low, the 
moderator shall reconvene the meeting on another day.

5. Agenda: The items on the agenda of the congregational meeting are as follows:

1) Items presented by the session or by the moderator.

2) Items related to the budget and expenditures of the local church.

3) Items related to the acquisition and the disposal of the basic properties of the 
church.

4) Items related to the electing of officers.

5) Items directed by the higher governing bodies.

Article 151 Officers meeting

1. Member: The officers meeting consists of the pastors, elders, deacons and kwonsas. 
And licensed preachers, evangelists and non-ordained deacons are accepted as members 
by the decision of the session.

2. The meeting: The moderator holds the officers meeting as follows:

1) When moderator of the officers meeting determines the meeting is necessary.

2) When petitioned by one-third of the officers.

3. The Directors of the Meeting: The pastor shall serve as the moderator of the officers 
meeting and the session or the officers meeting shall elect a clerk and a treasurer. 

4. Quorum: The quorum of the officers meeting is met by the attending members at 
the appointed time and date after its announcement.

5. Agenda: The items on the agenda of the officers meeting are as follows:

1) Items related to the execution of the budget set by the congregational meeting.

2) Items related to the supplementary budgets.

3) Items related to management of the property and special offerings.

4) Items related to any other important financial matters.

Article 152 Officers Meeting of an Unorganized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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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n unorganized church, pastor, licensed preacher, evangelist, and non-ordained 
deacon attend and conduct the business of the officers meeting.

Article 153 Limits of the Officers Meeting

Officers meeting cannot make any decision beyond the call of duty, overriding the 
authority of the congregational meeting or the session. Yet, the officers meeting may 
handle any items authorized by the higher governing body.

Article 154 United Session

Two sessions or more in one district can organize a united session for the convenience 
of cooperative works among churches, and session members of each church shall be 
members of the united session, which doesn’t hold any governing power. 

Article 155 United Officers Meeting

Two churches or more in one district can organize a united officers meeting for the 
cooperation of churches over united finances, missions, and religious education for the 
prosperity of the churches. The members of the united officers meeting shall be the 
moderator and representatives of the officers meeting of the participating local 
churches. 

Article 156 Agencies (The Presbytery and the General Assembly)

Each presbytery and the General Assembly can establish auxiliaries or agencies for the 
growth of the church, and they are to be managed as follows:

1. They need the permission of the governing body to organize auxiliaries or agencies.

2. They should receive the recognition of their governing body for bylaws, rules, and 
election of officers and plans of projects.

3. Auxiliaries and agencies shall provide education, missions and diaconal ministries for 
the growth of the church under the superintendence of the pastor, and they should 
accept the financial oversight of the governing body.

Article 157 Agencies (Local Church)

1. The agencies of the local church are organizations directly appointed by the session. 
All agencies shall be under the oversight of the pastor.

2. The session shall exhort the leader of the agency if he does not comply with the 
oversight of the pastor. If the pastor’s advice is rejected, the session may dismis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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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cy. 

Chapter 14 Mission and Fellowship with Other Denominations

Article 158 Purposes

As God commanded all the churches to preach the gospel for the salvation of man, 
every church shall focus on missions. As Christ, the head of the church, united the 
church with his body, he commanded the fellowship of the saints. So the General 
Assembly shall do its best in uniting and cooperating with reformed churches.

Article 159 Missionaries Sent by the General Assembly

The General Assembly sends missionaries abroad to preach effectively, and to establish 
churches, and to spread the gospel by all means, such as providing medical care, 
education, and so on.

1. They shall be selected among the pastors or professionals. 

2. The overseas Korean missionaries are also included in the missionary list. 

3. They shall be managed by the missions committee of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missions committee of the General Assembly is responsible for raising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missionaries.

4. The missionary’s membership is with the presbytery that sent them. 

Article 160 Residing Missionaries

1. If missionaries sent from abroad desire to do missions work in connection with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Kosin), they must present the certificates of 
their General Assembly specifying that they are sent by their General Assembly, and the 
General Assembly will allow them to work at the related presbyteries or institutions after 
completing specific courses.

2. The residing missionaries shall do missions work with the consultant of the 
presbytery.

Article 161 Sister Churches

The General Assembly can have fellowship with churches of identical theology and life, 
and cooperate with them. The churches in such a relationship with us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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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eneral Assemblies established by former members of our denomination

1) Korea General Assembly

2) Oceania General Assembly

3) Europe General Assembly

2. Sister Churches abroad

1) The Reformed Churches in the Netherlands

2) The Free Reformed Churches of Australia

3) The Reformed Churches in South Africa

Article 162 Fraternal Relations with Other Denominations

The General Assembly may make relationships and cooperate with other denominations 
agreeing with us in theology and life, and those that want to have fellowship with us. 
The churches in such a relationship with us are as follows:

1. The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GAPCK)

2. The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3. The Reformed Church in Japan

4. The Free Reformed Churches in South

5.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Article 163 Cooperation with Church Organizations from Abroad

The General Assembly may join church organizations of foreign countries whose 
theology and practice are not contrary to us, and may endeavor and cooperate with 
them for the expansion of the kingdom of God. The church organizations in such a 
relationship with us are as follows:

1. 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 (NAPARC)

2.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Reformed Churches

Chapter 15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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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64 Types of Properties

The properties of local churches, presbytery, General Assembly are divided as the basic 
properties and the general properties.

1. The basic properties are immovable real estates and the properties that will be 
determined as the basic properties at the meeting.

2. The general properties are properties not categorized under the basic properties 
stated in section 1.

Article 165 Properties of the Local churches

The properties of the local churches that shall be used for the management of local 
churches are as follows:

1. The properties raised by the local church.

2. The properties of the auxiliaries and agencies of the local church.

3. Other properties that were gifted to the local churches.

Article 166 Properties of the Presbytery

The properties of the presbytery that will be used for the management of the 
presbytery are as follows: 

1. The properties raised by the presbytery.

2. The properties entrusted by local churches.

3. The properties of the auxiliaries and agencies of the presbytery. 

4. Other properties gifted to the presbytery.

Article 167 Properties of the General Assembly

The properties of the General Assembly that will be used for the management of the 
General Assembly are as follows:

1. The properties raised by the General Assembly.

2. The properties entrusted by the presbyteries or local churches.

3. The properties of the auxiliaries and agencies of the General Assembly.

4. Other properties gifted to the General Assembly.



- 395 -

Article 168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Properties

1. The immovable real estates of the basic properties of local churches, presbytery and 
the General Assembly shall be deemed as admitted to and conserved by the non-profit 
foundational incorporation of the General Assembly. (Yet, the properties of the local 
churches that are not admitted to the non-profit foundational incorporation of the 
General Assembly can be preserved as the properties of the local churches, but they 
must accept the advice of the non-profit foundational incorporation of the General 
Assembly).

2. Procedure for acquisition, sale, donation and exchange or the change of use of basic 
properties is as follows:

1) The local church shall decide in the session and the congregational meeting in 
consecutive order; the presbytery and the General Assembly shall decide during the 
regular session.

2) The procedure for changing the status of the properties that are entrusted to the 
non-profit incorporation of the General Assembly are the same as stated above, and the 
approval of the non-profit incorporation should obtained.

3) The property of the local churches, the presbytery, and the General Assembly that 
was entrusted to the non-profit incorporation shall be well managed by the board of 
the incorporation. The entrusted property shall not undergo status change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trustee. 

4) The property of the local church that has been entrusted to the non-profit 
incorporation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be managed by the session of the church. 

5) The session of a local church maintains the basic property, and the officers meeting 
shall maintain the general property, and the basic property shall be registered by the 
name of the local church.

6) Each church member has no individual ownership of the property of the local church, 
so the members who leave the church are considered to have waived the rights 
concerning the property.

Article 169 Limits of Property Rights

1. No member of the church may claim any rights to the church property. 

2. If the trustee leaves his presbytery without going through a valid procedure, he 
cannot claim any property rights for any entrusted property to the presbytery or the 
General Assembly.  

3. Any claims for property rights by the ones who do not follow the church order of 
our denomination can be limited.

Article 170 Basic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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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quisition, sale, donation, exchange, or change of use shall be decided with following 
principles:

1. For local churches, approval of two-thirds (2/3) vote of the session and the 
congregational meeting

2. For the presbytery and the General Assembly, approval by two-thirds (2/3) of 
members.

Article 171 Property Management by an Unorganized Church

The trusted property and basic property of unorganized churches are managed by the 
officers meeting until the organization of the session.

Article 172 Fiscal Year

A fiscal year of the local church, the presbytery, and the General Assembly are as 
follows:

1. Local Church: By principle, from January 1st to December 31st. But it can be changed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the church.

2. Presbytery: From the day after the first day of the regular presbytery meeting, when 
the officers are elected, to the first day of the next presbytery meeting.

3. General Assembly: From the day after the first day of the General Assembly, to the 
first day of the next General Assembly.

Article 173 Management of Administrative Expenses

1. Revised Supplementary Budget: The treasurer of each local church shall execute the 
budget that is approved by the congregational meeting, but when any changes are 
necessary, after going through the procedure of compilation of the budget and the 
approval of the officers meeting, the revised budget plan can be executed.

2. Expenses outside of the approved budget: Any expenses that are not in the budget 
authorized by the congregational meeting can be executed by the decision of the 
officers meeting after the session’s proposal.

3. Keeping the cash and voucher: Cash shall be deposited to the financial institution, 
and the vouchers must be recorded for all the expenses. If the officers meeting of a 
local church has set limited amount for the keeping of the cash, the treasurer shall 
manage it carefully.

4. Reserve Fund: At least 1% of the total budget must be reserved for the Reserve 
Fund.

5. Financial Report: Treasurer of a local church shall submit a financial report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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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rs meeting every time it meets.

6. Handling Excess Cash: All the excess cash from each fiscal year shall be saved, and 
this saved finance shall be counted as the basic property of a local church.

Article 174 Audit

The local church, presbytery and the General Assembly shall audit accounts at least 
once a year. The treasurers of each governing body shall present all the financial 
accounts faithfully. 

Chapter 16 Examinations

Article 175 Examinations for Pastor

He who applies for examinations for pastor shall submit the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the presbytery, and shall take the following exams:

1. Documents for submission: He who applies for examinations for pastor shall submit 
documents to the presbytery as follows: Pastor Examination Application, a copy of 
license to preach or certificate of the licensed preacher, resume, recommendation and 
evaluation by the senior pastor.

2. Subjects for examination

1) Written examination: Form of Government, Book of Discipline, The Directory for the 
Public Worship of God, pastoral ministry, and preaching.

2) Interview: Those who have passed the written examination may take the verbal 
interview that asks biblical, theological, and pastoral questions. Also, other forms of 
interview may be given in the public area of the presbytery meeting until the examinee 
is satisfactorily examined. 

Article 176 Examinations for Elder

He who applies for examinations for elder shall submit the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the presbytery, and shall take the following exams:

1. Written Examination: Bible, the Shorter Catechism, Form of Government, The Directory 
for the Public Worship of God, Book of Discipline, etc. (subjects decided by the 
presbytery). 

2. Interview: Those who have passed the written examination may take verbal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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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77 Examinations for Licensed Preacher

He who applies for examinations for licensed preacher shall submit the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the Theology Committee of the General Assembly, and 
shall take the following exams:

1. Documents for submission: Licensed Preacher Examination Application, certificate of 
college degree, certificate of the M.Div. degree.

2. Subjects for Examination 

1) For submission: thesis, commentary, and sermon notes.

2) Written Examination: Bible, systematics, church history (denomination’s history), 
preaching, and verbal interview. Those who transferred from Korea as licensed preacher 
shall just take thesis, commentary, preaching and histor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3. Examination shall be done annually before the General Assembly in October. 

Article 178 Examinations for Evangelist

He who applies for examinations for evangelist shall submit the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the presbytery, and shall take the following exams:

1. Documents for submission: Evangelist Examination Application, resume, and 
recommendation by the senior pastor. 

2. Subjects for Examination: Bible, the Shorter Catechism, Form of Government, history 
of the denomination, interview, etc.

Article 179 Examinations for Deacon and Kwonsa

Deacons and Kwonsas shall be examined in accordance with the elders examination by 
the session. 

Chapter 17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Article 180 Proposal for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may be proposed by the majority of the presbyteries or 
by the motion of the Gener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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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81 Amendment Committee

1. When a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is proposed, the General Assembly must 
establish an amendment committee of 9 or less members and review the proposal. 

2. The amendment committee members shall have 7 pastors and 2 elders. They shall be 
appointed by the majority approval of the General Assembly, and each presbytery shall 
not have more than 2 members in the committee. 

Article 182 Procedures and Methods for Integrating Opinions of the Amendment

1. The amendment committee shall form a definite plan for the amendment within 6 
months from the date of proposal, and until the next General Assembly meeting the 
committee shall take appropriate steps to inform and explain the amendment. 

2. In the General Assembly, the amendment shall be approved by two-thirds (2/3) of 
the approval of at least simple majority of the members attending.

3. Integration of Opinions: General Assembly shall send the approved version of the 
amendment to each presbytery for integrating opinions.

Article 183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

1. Doctrinal Standards: To amend the Confession of Faith, the Larger Catechism and the 
Shorter Catechism, the General Assembly shall express its opinion, and must receive 
affirmative votes from two-thirds (2/3) of the presbyteries, and affirmative two-thirds 
(2/3) vote from all voting members of the denomination. It must be then affirmed by 
the next General Assembly. The clerk of each presbytery must report the results of 
presbyterial voting (number of yes and no votes) to the clerk of the General Assembly.

2. Governing Standards: To amend the Form of Government, The Book of Discipline and The 

Directory for the Public Worship of God, the General Assembly shall express its opinion, and 

shall receive affirmative simple majority vote of the presbyteries, and affirmative simple majority 

vote from all voting members of the denomination before October presbytery meetings. The 

clerk of each presbytery must report the results of presbyterial voting (number of yes and no 

votes) to the clerk of the General Assembly. The moderator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proclaim the results of the voting, and proposed revisions shall be a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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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OOK OF DISCIPLINE

Chapter 1.  Introduction

Article 1.  Nature of Discipline

Ecclesiastical discipline is the exercise of that authority which the Lord Jesus Christ has 
committed to the visible church, to implement the judicial laws instituted by our Lord, 
and to discipline and admonish the members and officers in every level of the judicial 
body. 

Article 2.  Purpose of Discipline

The purpose of discipline is the protection of the truth, the vindication of the authority 
and honor of Christ, the removal of scandal, the promotion of the purity and general 
edification of the church, and the spiritual good of the offender.

1. The above purpose must be achieved with wisdom and utmost seriousness.

2. In implementing church discipline, each judicial body should consider the 
circumstances and the severity of the offense. However, although a case may be similar 
to another, it may be treated differently due to the varying nature of the offense. 

Article 3.  Character of Discipline

Discipline is the act of exercising a judicial judgment when a church employee or 
member commits an offence (including profanity, blaspheming a sacred assembly, 
violence, injury of reputation, impure objects, destruction of property, disruption of 
worship), and the judicial body finds the offender guilty.

Article 4.  Subjects of Discipline

The subjects of discipline are as follows:

1. Baptized members who are registered on the church roll. 

2. Officers of the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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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ach judicial body, with the exception of the General Assembly

Article 5.  Offenses

When a church member, employee, or a judicial body commits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offences, that person or body should be disciplined according to the rules of 
discipline: 

1. Act of a judicial body being contrary to Scripture, or violation of church law by 
a member, officer or a judicial body. 

2. Causing another to commit an offense.

3. Violation of doctrine, church regulation, or practice that the church has 
instituted based upon the Scripture.

4. Violation of Christian virtue. 

5. Disruption of worship services.

6. Committing heretical acts or giving support to such acts.

7. Injuring the good reputation of a member or officer by means of spreading 
false rumors.

8. Posting false information or indecent materials online (internet, hand phone, or 
fax) or cyberspace, and disseminating material that causes injury to the edification of 
the church and the integrity of individual members.

9. Abuse of power of church office or abandoning the duties of that office.

10. Committing shameless act(s) resulting in civil court’s judgment of imprisonment 
(except violation of conscience). 

11. Failing to submit to the judicial body’s judgment during the proceedings.

12. Show of profanity, violence, or destruction of property at judicial proceedings.

13. Officers of the court (Court, Judicatory Committee) accepting bribes related to a 
case.

Article 6.  Judicial and Administrative Discipline

When a charge involves a church member, officer, or a judicial body, it 
becomes judicial discipline, and all others become administrative discip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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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Maintenance of the Children of Church Members

1. The children who are born in the visible church are members of the church.

2. Members must lead and nurture their children to receive baptism, and bring 
them under the oversight of the church, so that they may submit to the polity and 
discipline of the church.  

3. When covenant children grow up, parents should guide them to carry out their 
duties as members.

Article 8.  Principles of Discipline

Discipline of those who have committed an offense must go through a judicial process.  

1. All church members and officers have the right to defend themselves.

2. A person cannot be disciplined without receiving a trial.  According to Article 5, 
Section 11, a person committing an offense during the trial proceeding can be 
disciplined immediately without a trial, in addition to the case being tried.

3. The clerk must record clearly all the words that were formally produced in 
judicial proceedings.

4. Court trial system consists of 3 levels, the first being at the level of the church 
session, the second at the level of the presbytery, and the third at the level of the 
General Assembly.  

5. Trial must be completed with 6 months from the date the petition was 
accepted by the trial court.

6. Trial must be administered fairly according to biblical principles and the rules 
found in the Book of Church Order.

Article 9. Confession of the Offender

1. If the offender confesses the facts of the charges against him before a judicial 
body, upon hearing and confirming the facts, the judicial body may immediately render 
a sentence without a trial.

2. When a member requests to be excused from participating in the communion, 
and it is confirmed that there is no misunderstanding of doctrine and no disciplinary 
case against him, the request may be temporarily granted, and the request should be 
recorded in the minutes.

Article 10. Processing Membership of Absent Officers and Members

1. Even when no offense is committed, when a church member or an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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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ntarily denounces his jurisdiction, plant a church, or join another denomination 
without a letter of transfer, the judicial body may remove the name of the person from 
the church roll if there is no response after contacting the person two or three times.  

2. When there is a lawsuit against an officer or a member mentioned above, that 
person could be put on trial.

3. When an officer or a member of the church joins a denomination deemed by 
the General Assembly as heretical or espouses heretical beliefs,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 the person should be suspended, deposed, or excommunicated. 

Article 11.  Degrees of Censure

1. The following are various degrees of censure:

(1) Admonition: Since significant error is found, the offender is solemnly 
admonished, so that he will repent and rectify the situation on his own.

(2) Probation: For a period of 2 to 6 months, the offender spends time repenting 
of his offense (and write a letter of apology), and being watchful of his speech and act.  

(3) Administrative Suspension: For a period of 3 months to 1 year, the offender is 
suspended from all administrative duties, except for the right to preach.   

(4) Suspension from Office: The offender is suspended from the duties of his office. 
However, the severity of the offense and other factors such as the motive and the level 
of influence may be taken into consideration so that the offender’s position may be 
retained, although he may not serve in that capacity for a period of 6 months to 2 
years. It is possible to add suspension from the Holy Communion for the same period.  

(5) Deposition: The offender is removed from his office and may also receive 
suspension from the Holy Communion.  

(6) Suspension from the Holy Communion: This is a censure of suspending the 
offender from participating in the Holy Communion for a period of 6 months or more. 
This is for an offense that brought injury to the church and the sign of the cross.   

(7) Excommunication: This is the highest level of censure applied to those who 
have committed a serious offense and do not repent or those who have joined a 
heretical group and do not return. This censure treats the offender as an unbeliever by 
removing his name from the church roll and forbidding him from attending the church.  
  

2. Recipients of censure are as follows:

(1) When a member commits an offense, he may be confronted with any of the 
following censures: a) Admonition b) Probation, c) Suspension from Communion, d) and 
Excommunication.

(2) Censures that may be inflicted upon an officer (permanent and temporary) are 
as follows: 1) Admonition, 2) Probation 3) Administrative Suspension, 4) Suspension from 
Office, 5) Deposition, 6) Suspension from Holy Communion, 7) and Excommunication.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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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no sign of repentance within 2 years of being suspended from office, the 
offender may be deposed without a trial by the decision of the judicial body.

(3) Censure that may be inflicted upon a judicial body are as follows:

When a judicial body commits an offense or serious error, it may face one of the 
following: cancellation of censure imposed in a case, nullification of judgment, 
suspension of the right to send a representative to a higher judicial body, or dissolution 
of the judicial body.

(4) Censures that may be inflicted in an administrative case are as follows:

a) The judgment of the judicial body may be corrected.

b) The judgment of the judicial body may be either nullified or cancelled.

c) Membership of a member of the judicial body may be suspended or the 
authority of the judicial body may be suspended.

d) Admonition, probation, and administrative suspension that are not related to 
violation of blamelessness may be rendered.

(5) Standard by which an administrative case is processed:

The judicatory shall give sufficient time to the offender to respond to the summons, 
and provide a quick and fair response after considering all the relevant materials and 
circumstances.  

Chapter 2.  Rules Applicable to all Cases of Process

Part 1. General Provisions

Article 12.  Institution of the Judicatory and Its Jurisdiction

1. The judicatory of a session may be instituted as necessary. Permanent judicatory 
of a presbytery and the General Assembly shall be established in their respective levels.

2. The jurisdiction of trials pertaining to church members and officers, except for 
the pastor, lies within the judicatory of the session. The session’s judicatory may appeal 
to a presbytery and the General Assembly through due process.

3. The jurisdiction of the trial of a pastor or an elder, as member of a presbytery 
or the General Assembly, lies within the judicatory of the presbytery, and may appeal to 
the judicatory of the General Assembly.

4. If and when a lower judicatory disobeys or does not put into acti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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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 of the higher judicatory, the higher judicatory may directly take action.

5. A pending trial case regarding a closed church is processed by the presbytery, 
and a pending trial case regarding a closed presbytery is processed by the presbytery 
into which it is merged.    

Article 13. Exclusion, Recusal, and Avoidance of Members of the Judicatory

1. A member of the judicatory may be excluded from a trial in the following 
cases: 

1) When the member is the accuser.

2) When the member has or had a family relationship with the accuser or the 
accused.

3) When the member becomes a witness or an expert witness regarding a 
particular trial case.   

2. When a member (chairman of the prosecution committee, accused) is concerned 
that he may give an unfair trial as a member of the judicatory, either because he meets 
one of the cases mentioned in the previous section, or because of his self-interest, he 
may request to be recused from being a member of the judicatory. 

3. Regarding the request for recusal, if the judicatory deems the reason for the 
recusal to be insufficient, it may deny the request and continue with the trial, but if the 
judicatory deems the reason for the recusal to be sufficient, it may exclude the member 
from the trial and continue with the trial.      

4. If the petitioner of recusal does not wish to comply with the denial of the 
petition for recusal, he must submit a petition for noncompliance within 10 days from 
receiving the decision. When the judicatory receives the petition for noncompliance, it 
needs to decide whether to accept the petition and inform the petitioner and the 
judicatory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it received the petition.

5. When a member of the judicatory corresponds to either Section 1 or Section 2, 
he may avoid participating in the trial.

Article 14.  The Binding Power of the Higher Court Decision   

A decision made by a higher court binds a lower court regarding a particular case.

Part 2.  Session Judicatory

Article 15.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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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udicatory of the session shall consist of 3 to 5 (including the 
moderator) persons appointed by the session. If necessary, by the decision of the 
session, all members of the session except the prosecution committee may serve as 
members of the judicatory.

Article 16. Appointment and the Duties of the Officers

1. The judicatory shall appoint the moderator to serve as the chairman, and a 
clerk from the members of the session.

2.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will moderate the judicial process, and oversee 
the administration of the judicial process. The clerk will record and file the proceedings 
of the trial in the minutes.  

Article 17. Method of Voting

 The assembly of the judicatory should convene with the attendance of at least 
two-thirds (2/3) of the members and a majority vote of the attendees.

Article 18. Trial Jurisdiction

 The session judicatory will process all the litigations regarding church officers 
and church members, excluding the pastor.

Part 3. Presbytery Judicatory

Article 19. Formation

1. The judicatory of the presbytery consists of 5 members (4 pastors, 1 elder) 
elected by the presbytery. The membership is limited to 1 person per church.

2. The members are elected through the recommendation of the nominating 
committee. The elected members should have significant knowledge regarding church 
laws. In addition, pastors must have been in office for a minimum of 10 years, and 
elders a minimum of 7 years.    

Article 20. The Term and Filling of Vacancy 

1. The term for a member of the judicatory is three (3) years, and every year, 
one-third (1/3) of them are rotated out.

2. When there is a vacancy in the judicatory, the nominating committee of the 



- 407 -

presbytery fills the vacancy. The term of the member who fills the vacancy

is limited to the remainder of the term of the previous member.

 

Article 21. Election and Duties of the Officers

1. The judicatory shall have as officers a chairman, a clerk, and a treasurer, and 
the officers are elected annually from among the members of the judicatory.

2.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shall moderate the trial, and oversee the 
administrative work of the trial. The clerk should record and file the minutes of the trial 
proceedings, and carry out the administrative tasks. The treasurer shall carry out the 
financial tasks.   

Article 22.  Methods of Voting

1. The assembly of the judicatory shall convene with the attendance of at least 
two-third (2/3) of its members and the pastors must make up the majority of the 
attendees. The assembly convenes with a simple majority vote by the attendees.  

2. The clerk of the judicatory should carefully record all the proceedings of the 
trial as well as the details of the decisions. In order to verify the accuracy of the 
minutes, the chairman and the clerk should make copies and sign all of them, submit 
one copy to the clerk of the presbytery, and send a copy of the decision to the 
accuser and the accused.

3. The judicatory shall directly report its decision to the clerk of the presbytery, 
and the clerk must have its records and minutes audited by the higher court.

4. When the judicatory makes a decision on a proposal entrusted to that body 
during the presbytery’s session, that decision should be reported immediately to the 
presbyter, upon which the decision can be adopted by the presbytery as its own 
decision.

5. During the proceedings, the presbytery may adopt or rescind the report of the 
judicatory. In rescinding the report, the presbytery may rescind the entire proposal 
according to the rules of the trial hearings.

6. After the adjournment of the presbytery, the decision of the trial at the 
judicatory will take effect as soon as it is announced, and it is confirmed as soon as it 
is reported and adopted by the presbytery.     

Article 23. Trial Cases

The judicatory of the presbytery shall judge the following cases:

1. Only those cases that are entrusted to the presbytery may be judged by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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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ses of appeal regarding decisions made at the judicatory of the session.

3. Charges against a pastor, or charges regarding the behavior of an elder as a 
member of the presbytery or the general assembly.

4. Cases of appeal regarding an administrative discipline.

5. Cases of the moderator of a church requesting an entrusted judgment.

6. Cases of an appeal against a non-prosecution by the prosecution committee of 
the session. 

7. Cases that the General Assembly has handed down to the presbytery.

Part 4. General Assembly Judicatory

Article 24. Formation

1. The judicatory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consist of 7 members (5 pastors, 2 
elders). Only two members from the same presbytery may be elected.

2. Members of the judicatory must have a significant knowledge of church laws. 
Nominating committee nominates from among the pastors who have been in office for 
at least 15 years, and elders in office for at least 10 years.     

Article 25. Special Judicatory

General Assembly may have a special judicatory, consisting of 7 persons (5 
pastors, 2 elders), nominated by the Nominating Committee of the General Assembly, 
elected by voting. The term shall be until the end of the temporary case, and the 
operation will be according to the rules of the permanent judicatory.

Article 26. Permanent Judicatory (Term and Filling the Vacancy of Members)

1. The term of each member shall be three (3) years, and one-third (1/3) of them 
are rotated out at every General Assembly.

2. When a problem arises during a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the 
Nominating Committee of the General Assembly will fill the vacancy. If a member is 
vacant after the adjournment of the General Assembly, the officers of the General 
Assembly fills the vacancy. The term of the one filling the vacancy shall be limited to 
the remainder of the term of the previous member.

3. Those whose term has ended cannot serve consecutive terms, but may be 
reappointed.



- 409 -

Article 27. Election and the Duties of the Officers

1. The officers consist of the chairman, clerk, and the treasurer, and the officers 
are elected annually from among the members of the judicatory.

2.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shall moderate the trial, and oversee the 
administrative work of the trial. The clerk should record and file the minutes of the trial 
proceedings, and carry out the administrative tasks. The treasurer shall carry out the 
financial tasks.   

Article 28.  Methods of Voting

1. The judicatory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convene with the attendance of at 
least two-third (2/3) of its members and the pastors must make up the majority of the 
attendees. The judicatory shall convene with a simple majority vote of the attendees.  

2. The clerk of the judicatory should carefully record all the proceedings of the 
trial. The chairman and the clerk should make copies and sign all of them, submit one 
copy each to the clerk of the General Assembly, the accuser and the accused.

3. The clerk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file the submitted copy along with the 
minutes. 

4. As soon as the decision of the trial at the judicatory has been announced, the 
decision is effective. It is confirmed as soon as it is reported and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Article 29. Trial Cases

The judicatory of the General Assembly will judge the following cases as their final 
judicial examination and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1. Cases of appeal regarding the decisions made by the presbytery judicatory, or 
cases of request of objection (non-compliance) to the decision.

2. Cases of complaint (administrative) set by the constitution.

3. Cases of reappeal regarding non-prosecution by the prosecution committee of 
the presbytery.

4. Other cases that are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judicatory of the General 
Assembly.

5. General Assembly may directly carry out a trial, or commission the judicatory to 
do it, and the judicatory may only decide on commissioned cases. In the case of an 
urgent situation that arises after the adjournment of the General Assembly, the 
judicatory may process the case by the decision of the officers of the Gener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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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Provisions Regarding a Charge

Part 1. General Provisions

Article 30.  A Charge that Requires a Judicial Trial

A trial shall be required in the following situations:

1. When the accuser brings a charge regarding certain offense.

2. When a trial is required to discipline a person. 

3. When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regarding an offense that warrants a trial.

4. When the accuser who is bringing the charge has sought reconciliation according to 
Mt 18:15-17 to no avail, and the judicial body has also subsequently sought 
reconciliation to no avail.  

Article 31.  The Parties in Cases of Process

1. Parties in cases refer to those who have the right to bring a charge, including 
those who have the right to make charges or become the accused.

2. In disciplinary trials, the one who has the right to make charges is the person 
elected from the judicatory as the chairman of the prosecution committee (referred as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man” below), and the prosecution committee 
investigates the offense of the accused to determine whether the charge is valid.   

3. When a charge of an offense is brought by an individual member of the 
church, a judicial body in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Kosin), or a third 
party, that person or body becomes the accuser.

4. In disciplinary case, the accused is the one who, after being charged or accused 
by the accuser on account of an offense, is indicted at the trial court by the 
prosecution committee.    

     

Article 32.  Self-litigation

When the person prosecuting a case is not a person elected by the judicatory, 
but a person who participates in the prosecution on his own will, then the judicatory 
must warn the person before the trial, saying, “If your indictment is false, or when evil 
intent or rashness is revealed, you will be discipl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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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3.  Charges that Should be Avoided

When charge files are received, the following cases need to be carefully 
processed.

1. When the accuser previously dislikes the accused. 

2. When the accuser has bad character.

3. When the accuser is under discipline or in the middle of a trial process.

4. When the accuser seeks to benefit from the censure of the accused. 

5. When the accuser has a penchant for bringing charges.

6. When the accuser is a minor or one who lacks prudence.

Article 34. Advance Payment for the Cost of the Trial

1. The charger (accuser), appellant, petitioner of objection or protest, petitioner for 
entrusted judgment by the General Assembly, petitioner (administrative), or judicatory 
must pay in advance for the cost of the trial. The only exception is the trial of the 
session.

2. The procedure for the payment of the cost for the trial and the amount of the 
cost is determined by the rules in the Constitutional Rules.

Article 35. Defense

1. All parties may give defense at the trial court regarding charges.

2. The defendant or the accused may seek counsel by appointing a counsel.  

3. In choosing a defense counsel, for any trial at any level, the client must submit 
a letter of appointment to the trial court.

Article 36. Appointment of Counsel

1. The accuser and the accused may appoint a counsel.

2. The counsel should be appointed from among the pastors and elders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Kosin) who is knowledgeable in law generally 
and church laws.

3. The counsel cannot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passing the agenda, line by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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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hen the judicatory becomes the accuser (after selecting the prosecution 
committee) and the trial case is submitted as an appeal, the prosecution committee or 
a coordinating committee appointed by a higher judicial court becomes the counsel.

5. The counsel cannot receive any pay for his work except for his travel expenses. 

Article 37. Absence of One Party

If the accused or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man does not attend for two 
sessions during the period of defense, or they have attended but do not produce any 
legal argument, it is possible to still require the party that is present to provide a 
defense, based on the files submitted, such as the indictment, letter of response, or 
other prepared materials.  

Article 38. The Period of the Announcement of the Decision

The announcement of the decision must be made by the session’s judicatory 
within 30 days from the day that the indictment was submitted, and by the presbytery 
judicatory within 60 days. For the trial of an appeal, the announcement must be made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of the receipt of the file.

Article 39. Recorded Matters of the Proceedings  

1. In the proceedings, the name, age, occupation, specific position of the person 
receiving the judgment should be recorded.

2. In the proceedings, the name of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man and the 
prosecuting committee members, and the name of the defense counsel should be 
recorded.

3. In the proceedings, a member of the trial judicatory must sign it.

Article 40. Final Decision

1. The trial decisions at the level of the session and the presbytery are finalized 
after the period of appeal.

2. The trial decision of the General Assembly is finalized on the day of its 
announcement.

Article 41. The Sentence of the Judgment, the Method of Notification 

1. In the court, the sentencing or the notification of the judgment should be 
based on court records. In all other circumstances, a copy of the court records is 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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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sentencing or the notification of the judgment is done by the judicatory 
chairman. In the sentencing of the judgment, the statement is read and a summary of 
its reasons are provided.

Article 42. The Due Date of the Sending of the Proceedings

A copy of the proceedings is sent out to all parties within 10 days after the trial is 
sentenced and notified.

Article 43 Correcting a Ruling

1. When there is a clear miscalculation, misentry, or an error, a ruling of the 
judicatory is subject to correction at the request of the person in authority or the one 
who made the error.

2. The request for the correction of an error should be done in writing, which 
states the reasons for the request.

3. When the judicatory recognizes that a correction is not necessary, the petition 
for correction is immediately denied.

Article 44. Request of a Copy or an Abstract of the Proceedings

The accused or others who are related to the trial may pay for the fee, and 
request a copy or an abstract of the court records or a report that records the 
decision.  

Article 45. Writing of the Proceedings

1. The judicatory writes the proceedings.

2. The following items are recorded in the court proceedings:

1) The date of the court trial and the name of the court.

2) Names of the members of the judicatory, members of the prosecuting 
committee, the accused, and the defense counsel.   

3) Statement of the indictment.

4) In the examination of evidence, the evidentiary documents and objects of 
evidence.

5) The substance of the defense.

6) The final statements by and of the accused and the defense coun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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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ecision, or the statement of notification or pronouncement of the decision

3. The proceedings should be signed by the chairman and the clerk of the 
judicatory.

4. The proceedings must be written in less than 20 days after the date of the 
decision.

Article 46.  Stenography and the Audio Recording of the Trial

1. When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recognizes the need, he may, by his own 
authority, or at the request of the accused, the defense counsel, or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man, write down a part or the whole of the testimony of witnesses, 
using a stenographer or an audio recorder.

2. When a fee is requested for the services related to Section 1, the accused, the 
defense counsel, or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man must pay the fees decided by 
the judicatory.

3. When a stenography or recording is performed at the request pertaining to 
Section 1, the requesting person should pay for the cost of obtaining a copy or an 
abstract of the transcription or audio recording.

Article 47. The Principle of Delivery

The delivery of documents is done by the person in authority, and using a registered 
mail to the person receiving the document.

 

Article 48. Calculation of the Term

1. In calculating the term, cases that must be calculated by the hour should begin 
immediately, and cases that are calculated by day, month, or year do not count the 
beginning day (the same day).

2. When the expiration date of the term ends on a holiday, that day is not 
counted in the term.

Part 2.  Accusation and Charge

Article 49. Right to Accuse

1. Those who have been offended have the right to bring charges.

2. If the one who has been offended has deceased, the spouse, the family, 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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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blings of that person has the right to bring charges.

Article 50. Term for Accusation and Charge

A person may not accuse or charge after 1 year from the date he has come to know 
the offender. If the person has reasons that make it impossible for him to bring 
charges, then the date begins from the date when that unavoidable reason is removed.

Article 51. Withdrawal of an Accusation

1. An accusation may be withdrawn until the declaration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trial.  

2. The person who withdrew the accusation cannot make another accusation of 
the same content.

Article 52. Charges

1. Anybody who has a reason to believe that someone has committed an offense 
has the right to bring charges.

2. In fulfilling their duties, the moderator of the judicial body and the officers 
have the right to charge someone whom they believe has committed an offence.      

Article 53. The Method of Accusation and Charge

1. Accusation or charge should be submitted in writing to the chairman of the 
judicial body under whose jurisdiction they are in.

2. On the form of the accusation or charge, the following are recorded and 
submitted before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the address, name, age, gender, and 
the occupation of the accuser (or charger).

3. On the form of the accusation, the content of the offence (time, place, 
circumstance, etc), the evidence (documents), and the names of the witnesses should be 
recorded in detail. 

4. Each offence should be submitted separately, and for every criminal offence, a 
separate form should be submitted.

5. When a charge is brought due to an offense, the accuser must submit a 
statement of affirmation saying that he has made an effort to reconcile according to Mt 
18:15-17.  

6. Several offenses toward a person may be charged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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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4. Submission and Receipt of a File and Summoning the Accused

1. Files regarding a charge must be submitted to the clerk of the judicatory, two 
copies per every case. 

2. When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summons the accused, he must deliver a 
copy of the charge and other documents related to the litigation to the accused at 
least 10 days before the trial date.

3. In summoning the accused, the name, age, gender, occupation, address, the 
name of the offense, date and time of the attendance, and the location must be 
recorded on the form, and the judicatory has to sign it. 

4. The delivery of a file must have evidence of the delivery (e.g., receipt of the 
registered mail, etc.).

Article 55. The Implementation of the Accusation and Charge

1. When the moderator of the judicial body receives an accusation (charge), he 
must communicate the fact to the prosecution committee within 10 days of receiving 
the document.

2. When the moderator of the judicial body has received the form of accusation 
or charge, he must deliver a copy of that accusation (charge) to the accused (charged) 
within 10 days of its receipt, in accordance of the Section 4 of Article 55.

Article 56.  Prosecution by a Judicial Body

1. In cases where there is no accuser, and an offense is clearly committed and the 
offender needs to be disciplined, a prosecution committee is formed from the members 
of a judicial body consisting of necessary number of people.  

2. The prosecuting committee serves as the temporary accuser until the 
prosecuting committee serving as the accuser secures a decision. 

3. When the injured member of the church requests from the judicial body a 
preliminary investigation, the judicial body should send out an investigative committee 
when it deems proper to do so.

4. The judicial body should receive the report of the investigation and record the 
incident, thereby bringing the case to a conclusion.

Article 57. Formation of the Prosecution Committee in the Session 

1. The prosecution committee of the session consists of one to two persons 
appointed by the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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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en the prosecution committee consists of 2 persons, one person will serve 
as the chairman, the other as the clerk, and the officers vote among themselves.

Article 58. Formation of the Prosecution Committee in the Presbytery

1. The prosecution committee of the presbytery consists of 4 persons (3 pastors, 1 
elder) appointed by the nominating committee of the presbytery. But the member of 
the Prosecution committee should not be a pastoral member of the judicatory or 
representative elder from the same church.

2. Of the members, one person will serve as the chairman, the other as the clerk, 
and the officers vote among themselves.

Article 59. Method of Voting

The prosecution committee convenes with the attendance of at least half of the 
members of the prosecution committee and by the majority vote of the attendees. 
When the aye’s and the nay’s equal, the prosecution is dropped.  

Article 60. The Examination of the Accused

1.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man should give a 10-day notice to the 
accused in order to summon the person and examine him.

2. The prosecution committee should examine the facts of the offense, and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normalization of the situation, and provide the accused 
with an opportunity to explain the facts that are helpful toward those purposes.

Part 3.  Prosecution

Article 61. Bringing Up the Charge

A charge is brought up by the prosecution committee and carried out.

Article 62. The Method of Bringing Up the Charge and the Indictment

1. In bringing up the charge, the indictment is submitted to the judicatory that 
has the jurisdiction.

2. The following should be recorded in the indictment

1) The name, age, gender, occupation, address of the 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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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name of the offense.

3) The facts of the indictment.

4) Provision for application.

3. The chairman of the judicial body may, by his direct authority, request the 
prosecution committee to provide an indictment regarding a person whom he believes 
has committed an offense,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officers of the presbytery.

Article 63. Revocation of the Charge

1. A charge may be revoked up to the point of the announcement of the first 
trial.

2. Revocation of the charge, which contains the reasons for the revocation, should 
be done in writing.

Article 64. Processing Cases Regarding Accusations and Charges

When the prosecution committee examines offenses based on accusations or charges, it 
must examine the indictment and decide whether to bring up the accusation within 20 
days from receiving it from the judicial body. If necessary, the term may be extended 
to 30 days.

Article 65. Notification of a Ruling to the Accuser or Charger

1. The prosecution committee should notify by writing the accuser or the charger 
about it ruling to take up, not take up, or cancel an accusation or a charge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the decision has been made.

2. When the prosecution committee decides not to take up an accusation or a 
charge, it must notify the accused immediately by writing.

Article 66. Notification of the Reasons to the Accuser or the Charger for Not Indicting

In the case where the prosecution committee decides that there is insufficient evidence 
to prove the offense related to an accusation or a charge, it should provide by writing 
the reasons to the accuser or the charger within 10 days of that decision.  

Article 67. Appeal and Reappeal

1. Any accuser or a charger who does not want to subordinate to the decision of 
the prosecution committee of the session to not bring up the charge may appeal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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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 in writing, within 10 days of receiving the notification according to the 
regulation in Article 66, to the judicatory of the presbytery through the prosecution 
committee of the session.

2. The accuser or the charger may appeal to a higher judicatory on the basis of 
assumption that the case may have been dropped, when he does not receive any 
notification from the judicatory per Article 66.

3. Any person who does not want to submit to the decision to dismiss the case 
per Section 1 or Section 2 may appeal to the judicatory of the General Assembly 
through the presbytery prosecution committee within 20 days, from the day of receiving 
the notification. In this case, if the presbytery prosecution committee acknowledges that 
there is sufficient reason for the reappeal, then it should correct that decision. If the 
presbytery prosecution committee denies, they may send up the appeal with a note.

4. When the presbytery prosecution committee fails to respond to the charges, or 
when one does not want to submit to the presbytery because it dropped the case, the 
person can reappeal the case to the General Assembly judicatory, and follow the above 
Sections 1 to 3.

    

Article 68. Decision of the Judicatory

1. The presbytery judicatory or the General Assembly judicatory that has received 
that notice of appeal or reappeal, must decide based on the following within 60 days. 
If necessary, the judicatory may examine the evidence.

a. When there is no reason for the application, the case may be dropped.

b. When there is a reason for the application, charge is ordered.

2. It is impossible to object (non-compliance) to the ordering of the charge in b) 
above.

3. When the session’s judicatory makes the decision in Section 1 above, it must 
send an official copy to the appellant or the re-appellant, the accused and the 
prosecution committee in jurisdiction.

Part 4. Provisions Related to the Trial

Article 69. Delivery of a Duplicate of the Indictment 

When a charge is brought up, the judicatory must deliver, without hesitation, a 
duplicate of the indictment to the accused and the defense counsel within 10 days 
before the first trial date.  

Article 70. The Date of the Trial and Change



- 420 -

1.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should decide upon the date of the trial.

2. The accused is summoned on the date of the trial date.

3. The date of the trial must be communicated to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man and the defense counsel.

4.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may, by his own authority, or the request of the 
accused or the defense counsel, change the trial date.

Article 71.  Postponement of a Trial

In cases when either the accuser or the accused do not appear on the trial 
date, and there is a request for the postponement of the trial, the following procedure 
is taken.

1. A postponement of the trial is voted.

2. The next trial date and place are decided.

3.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sends out another notification, with the name of 
the judicial body and the signatures of the chairman and the clerk, to the accuser, the 
accused, the witnesses, and other related people, at least 10 days before the new trial 
date.

4. The delivered letter must have evidence of the delivery. 

Article 72. Submission of Documents of Reasons for Absence

If the one who received the summons notification cannot attend on the date of the 
trial due to sickness or other reasons, he must submit a doctor’s note or other notes 
that provide justification. 

Article 73. Absence of the Accused or the Members of the Prosecution Committee

1. When after receiving the trial date, the accused or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man (or a delegated member of the prosecution committee) does not appear for 
more than two times without submitting the documents stating reasons for absence in 
Article 75, the trial proceeds without their presence.

2. When the accused cannot appear on the set trial date due to an unavoidable 
circumstance, he may send a substitute.

3. The announcement or the notification of the decision may be revised without 
the presence of the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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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4. Submission of the Evidence before the Date of the Trial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man, the accused, and the defense counsel must submit 
the documents and objects as evidence before the trial date.

Article 75. Assumption of the Innocence of the Accused

The accused shall be assumed to be innocent until his penalty (guilt) is proven.  

Article 76. Steps in the Institution of Judicial Process

The steps in the judicial process are as follows: 

1.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explains the reasons for opening the trial and 
declares that the trial may be executed in a courteous manner.

2. Examination of the person 

The chairman asks the name, age, gender, profession, and address of the accused to 
verify that it is the same person.  

3. Statement by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man of the reasons for the 
charge.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calls upon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man 
to explain the reasons for the charge based on the indictment (accusation or charge).

4.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must give the accused an opportunity to 
provide facts that may be beneficial to him.  

5. The method of the examination of the accused.

1).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man, members of the prosecution committee, or the 
defense counsel may directly question the facts of the charge and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it.

2).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and its members may ask questions after the 
examination in the previous section.    

6.   The right of the accused to make a statement.

1).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may examine the injured party as a witness, at the 
request of that person, regarding the offense. 

2). If the injured party does not attend even though he is summoned according to the 
previous section,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may assume that the request has been 
revoked.

7. Examination of the evidence, selection of the witnesses, examination.  

      When there is a request to examine the evidence and the witnesses by the 
accuser and the accused, they are sworn in as witnesses, and given the opportunit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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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their statements.

8. The members of the judicatory will come together and vote on each item on the 
indictment (accusations or charges). The circumstances of the offense may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deciding upon the censure.

9.  The results of the trial are recorded in detail in the minutes of the trial. 

10. If an appeal is involved, the reason for the appeal is also clearly recorded in 
the minutes.

11. The minutes are adopted and passed with the signature of the clerk.

12. When the case is an appeal, the result is sent to the lower judicatory after the 
judgment.  

Article 77. Changes in the Indictment

1.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man may, with the permission of the judicatory, 
change the facts of the charge, and add, revoke or change the rules on the application 
of those facts of the charge. In this case, the judicatory may allow this, as long as the 
changes do not violate the equity of the fact of the charge.     

2. When there are additions, revocation, and change of the facts of the charge or 
the rules of the application of the charge, the judicatory should quickly notify the 
accused and his counsel of those changes.

Article 78. Limitation of Unnecessary Arguments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may limit the statements and the examination of those 
who are involved with the charge, if the statements are unrelated to the charge, and 
without violating the basic rights of those involved with the charge.    

Article 79. Announcement of the Censure

The judicatory must announce the censure (guilty) as a judgment when there is clear 
evidence of the offense by the accused. 

Article 80. The Reason for the Indications in the Judgment of the Censure 

When the censure is announced, the facts of the offense for the judgment, the 
summary of the evidence, and the application of the Book of Church Order and the 
rules should be ind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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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1.  Notification Regarding the Appeal

In the case of the announcement of the censure,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must notify the accused regarding the period within which to appeal and the judicatory 
to which he can appeal.  

Article 82.  A Judgment of Not Guilty

If the incident of the accused is deemed as not being an offense, or if there is 
no evidence for the offense, a judgment of not guilty must be announced.

Article 83. Judgment to Dismiss a Charge

In the following cases, a judgment of dismissal of a charge will be announced:

1. When there is no right to judge regarding the accused.

2. If a case is brought up that has been brought up before.

3. When the charge is revoked.

4. When either the injured party expresses the opinion of no penalty for the 
accused, or revokes a statement that desired a penalty to be levied on the accused.

Article 84. Decision to Dismiss a Charge

In the following cases, charges are dismissed:

1. When the charge is revoked.

2. When the request to charge is revoked by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with 
the decision of the session or the officers. 

3. When the accused has died.

Article 85. Submission of Objection by the Accused

The accused may file an objection in the following cases:

1. When the trial meeting is not a legally official meeting.

2. When the indictment and the specifications have problems in the application of 
the Book of Church Order.

3. In other cases which have legitimate obj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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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6. Processing the Objection of the Accused

When the objection of the accused is legitimate, it can be processed as follows:

1. Postponement for the sake of a legal trial. 

2. Dismissal of the objection.

3. Ordering an emendation of the indictment or specifications. 

Article 87. Disputes During the Trial Process

1. When a dispute arises during the process of the trial among the members of 
the trial proceedings, the moderator resolves the dispute with his official authority, after 
hearing opinions from both sides.

2. A member may protest against the decision of the moderator.

3. The moderator takes the final settled proposals and vote upon it.

4. The decision is recorded in the minutes.  

Article 88. The Voting Rights of the Members

1. Regardless of the adjournment and suspension of meetings, at each time it 
resumes the meetings, the trial meeting should have a role call and record the name of 
the absentees. 

2. A member who is not present during the trial proceedings does not have the 
right to vote.

3. In the case of an appeal between two judicial bodies, the higher judicatory has 
the right to take away the right to speak or the right to vote of either the accuser or 
the accused during trial proceedings.

4. When a judicatory deals with matters concerning the discipline of a member of 
a governing body, that member cannot attend the proceedings. 

Article 89.  The Accused

In order to maintain order, a judicial body may suspend the accused from his 
duties or the Holy Communion until judgment has been passed. In this case, it is 
judicious to bring the proposal to a quick resolution.  

Article 90.  Private Meeting  

Depending on the situation, at the vote of more than one-third (1/3)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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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 a private meeting can be held.

Article 91.  Advice for Reconciliation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may advise the persons to be reconciled before 
the judgment.

Part 5. Provisions Regarding Trials of Officers

Article 92.  Provisions Regarding Pastors

Provisions regarding trials of pastors are as follows.

1.   Since the honor and the advance of the gospel is related to the reputation of the 
pastor, a presbytery must exercise careful oversight over its member-pastor’s private acts 
as well as his official acts.  

2.   A sin of a pastor should not be defended or taken lightly, but must be judged 
fairly. 

3.   A charge made against a pastor based upon a trivial matter should not be rashly 
received.  

4.   When a pastor has made an offense in another presbytery, that presbytery should 
notify the presbytery to which the pastor belongs and have his own presbytery institute 
a trial proceeding.  

5.   Although it is a principle that the discipline of a pastor is instituted by the 
presbytery in which the pastors belongs, the case may be entrusted to the presbytery 
of the pastor’s current location.   

6.  A pastor who has been deposed becomes a member of the church of his 
preference by sending a letter of membership transfer to that church.  Censures lower 
than deposition can be revoked by the church to which the pastor belongs upon the 
decision of the presbytery that passed the censure. 

7.   In restoring the pastor to his official status, the presbytery to which the pastor 
belongs follows procedures in the Book of Discipline and re-installs but not re-ordains 
the pastor. 

8.   The suspension of a commissioned pastor may dissolve his pastoral duties, but 
when an appeal is made, the pastoral duties are not dissolved.

Article 93.  Provisions Regarding Other Officers

Provisions of trials regarding elders, deacons, and other officers follow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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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sions of a pastor.

Part 6. Provisions Regarding the Examination of Evidence

Article 94.  Criteria of Witnesses 

The criteria of witnesses are as follows.

1. One who affirms that God is living.

2. One who affirms the just judgment of God.

3. One who understands the responsibility of an oath.

4. One who is agreed upon by the accuser or the accused.

5. One who is selected by the judicial body as a witness.

Article 95.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of Witnesses

Witnesses are disqualified for the following reasons.

1. Relatives of the plaintiff or the accused.

2. One who has a direct interest in the judgment of the charge.

3. A minor.

4. One who lacks understanding.

5. One whose character is evil or vicious.

6. One who is under a discipline.

7. One who is impetuous and lacking in judgment.

Article 96.  The Duties of the Witness

1.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may examine anyone as a witness who may be 
related to the case. 

2. Those who are summoned as a witness by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must 
appear in person and respond to the examination.   

3. When one who is selected as a witness declines the call, he is discipl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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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hen one who has been called as a witness refuses to testify, he is disciplined.

Article 97.  Methods for Submitting the Evidence

Methods for submitting the evidence are as follows.

1. They are submitted directly orally.

2. They are submitted through handwriting or printed material.

3. They are submitted through tape-recording or photographs.

4. They are submitted through other persons.

5. They are submitted through other credible materials of evidence.

Article 98.  The Procedure for Examining the Witness

The procedure for examining the witness is as follows.

1. The moderator calls upon the witness to take the following oath: 

“I have been called as a witness to this judicial case in the presence of the omniscient 
God who sees the hearts of men, and just as I would respond to God who judges the 
living and the dead on the last day, I vow to speak the truth factually, correctly, and 
accurately, and withhold what is not the truth.”

2. When a member of the trial proceedings becomes a witness, he must take the 
above oath and sign the statement in writing.

3. When a witness is not 16 years old, and does not understand the concept of 
oath taking, he may be examined without taking the oath.

4. When the witness provides false witness that is different than the facts, he may 
be disciplined through a due process.

5. The Order of Examination

(1) The chairman examines first.

(2)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man, the accused, or the defense counsel who 
called the witness, examines next.

(3) The party who brought the witness examines next.

(4) If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feels necessary, he may examine at any time, 
and may change the order of the Subsection (2) above.

(5) Members of the judicatory examines last.

6. Although examination of the witness must be directed at the witness,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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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ary, a cross-examination with the accused or other witnesses besides the standing 
witness may take place.    

7. Caution during examination

(1) Jokes and words irrelevant to the case are prohibited.

(2) The one who has called the witness cannot lead the witness to answer to his 
benefit.

Article 99.  Maintenance of the Evidence

1. The content of the examination of the witness should either be taped or 
recorded in detail and signed by the witness.

2. This record could be used as evidence for an appeal or by other judicial 
bodies.

Article 100.  Examination Committee to Examine the Evidence

When the accuser and the accused both request an examination committee, the judicial 
body should select pastors and few elders as an examination committee as follows.

1. A member of the examination committee must be a pastor or an elder 
belonging to the KPCA.

2. The examination committee must bring together all related people (accuser, 
accused, witness) to a designated place and time, and examine them using various 
methods, write up a report, sign, and submit it to the clerk of the judicatory.

3. The judicatory should examine and consider the report of the examination 
committee, but whether or not this report should be adopted is voted upon at the 
meeting.

Article 101. Evaluation of Trials Based on Evidence

The recognition of facts must be based on evidence.

Article 102. Free Evaluation of the Evidence

 The power of evidence lies in the free evaluation by the members of the 
judicatory.

Article 103. Documents Admissible as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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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llowing documents may be admitted as evidence.

1. Family registry, identification, passport.

2. A copy of a judgment by a civil court.

3. Other documents written based on credible circumstantial evidence.

Article 104. Methods for Examining the Evidence

1.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should provide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man, the accused, and the defense counsel with the articles of evidence, and when 
the evidence is a document, summarize the document.

2.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man, the accused, and the defense counsel 
may submit documents or objects as evidence, and request to examine the witness or 
the appraiser.

3. The judicatory should decide on the petition for evidence in the previous 
sections, or may themselves examine the evidence by its own authority.

Article 105. Statement of Opinion by the Prosecutor or the Accused after Examination of 
the Evidence

1. When the examination of the accused and the evidence are done,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man should state his opinion on the facts and the 
application of the rules. When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man is not present on 
the date of the trial, the recorded items on the indictment is taken as the statement of 
the opinion of the chairman.

2. After listening to the statement by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man,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must give the accused and the defense counsel an 
opportunity to give their final statements. 

 

Chapter 4. Provisions Regarding Higher Judicatory Processing an Appealed Case from a 
Lower Judicatory

Part 1. General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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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6. Appeal

1. An appeal is when a person who believes that his rights has been violated 
regarding the judgment of a trial case, and thus he submits in writing a request for 
cancellation or change in the judgment.

2. Regardless of the accuser or the accused, the one who appeals is called the 
appellant and the one who is being appealed is called the appellee.

3. When an appeal is made, the appellee, who is a member of the lower 
judicatory, can submit an objection, a protest, or a statement of opinion to the higher 
judicatory.

4. When the objection, protest, or the statement of opinion is read at the higher 
judicatory, the rights of the appellant and the appellee are suspended related to the 
judgment of the case.

5. Decisions made at the judicatory of the presbytery or the General Assembly 
become immediately effective and are to be reported to their respective judicial bodies. 
An appeal can be made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f the notice of the judgment.  

6. At the appeals court (for pastor, General Assembly; for others, presbytery), 
evidence can be examined, but at the highest appellate court (General Assembly), 
examination of the evidence is omitted excepting special circumstances. 

7. In the case of appealing a decision of the presbytery judicatory, the General 
Assembly judicatory excludes the judicatory of the presbytery in question.

Article 107. Partial Appeal

1. An appeal can be made on a part of a trial.

2. The appeal regarding a part of a trial may impact other parts that are 
indivisible from the part that is appealed.

Article 108. Renunciation or Dismissal of an Appeal

1.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man or the accused may renounce or dismiss 
an appeal.

2. The renunciation or dismissal of an appeal must be done in writing.

3. The renunciation of an appeal is done at the original judicatory, and the 
dismissal of an appeal is done at the appellate judicatory. If the record of the appeal 
has not been delivered to the appellate judicatory, then the dismissal of the appeal 
may take place at the original judicatory.

4. When there is a request to renounce or dismiss the appeal,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should without hesitation, notify the other party on the grounds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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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

5. When the higher court is in session and the appellant is absent, the appeal 
may be considered as dismissed, and the decision of the lower court is upheld.

Article 109. Methods of Appeal 

The method of processing the cases appealed by the session to the presbytery, and 
cases appealed by the presbytery to the General Assembly are as follows.

1. Correction

2. Petition

3. Appeal

4. Entrusted Judgment

5. Complaint (Administrative Complaint)

Part 2. Correction

Article 110.  Correction

1. A change in the judgment made by a lower judicatory can be made only by 
the judgment of a higher judicatory.

2. When a higher judicatory confirms that a lower judicatory has processed a case 
that violates the Book of Church Order, that higher judicatory can direct the lower 
judicatory to retry the case, or it can also directly correct the case itself.

3. When either the accuser or the accused directly or indirectly promotes and 
publishes the content of the case even before the judgment on the case is passed, it is 
considered a defamation of the judicial body and the person will be prosecuted 
accordingly and might forfeit the appeal.

Part 3. Petition

1. Pertaining to administrative issues, a petition is an appeal made regarding the 
final judgment made at the first trial. 

2. Pertaining to a judgment, a petition is an appeal made to the second trial 
court regarding the judgment of the first tri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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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1. Judgment that can be Petitioned

A petition can be made to the next higher judicatory when one does not want 
to comply with the judgment of the first trial.

Article 112. Methods for Petitioning and the Filing Period

1. In order to petition, a petition for appeal must be submitted to the original 
judicatory.

2. The filing period for a petition should be within 15 days after the appellant 
received the notification of the judgment.  

Article 113. Sending the Records and the Evidence of a Case 

The original judicatory must send to the clerk of the judicatory of the appellate court 
the appeals record and any evidence within 10 days after it received the petition for 
appeal.

Article 114. Receipt of the Records of a Case and Notification

When the appellate judicatory receives the records of a case, it must immediately notify 
the appellant, the other party, and the counsel of the fact of the receipt of the records 
of the case.

 

Article 115. Statement of Reasons for Petition and Response Statement

1. The appellant or the counsel must submit a statement of reasons for appeal 
and explanation to the appellate judicatory within 15 days from which it received 
notification specified in Article 114. 

2. The appellate judicatory, which has received the statement of reasons for 
appeal, must send a duplicate copy of the statement to the other party.

3. The other party must submit to the appellate judicatory a response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statement noted in the previous section.

4. The appellate judicatory, after receiving the response, must send a duplicate 
copy of that response to the appellant and the counsel.

Article 116. Decision to Dismiss the 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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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he appellant or the counsel does not submit the statement of reasons for 
appeal and specifications within the allotted period in the previous article, the appeal 
must be dismissed. An exception is when the statement of reasons for appeal is 
recorded in the petition for appeal.  

Article 117. Reasons for a Petition

Reasons for a petition regarding the original judgment can be found in the 
following cases.

1. When there is a violation of the Book of Church Order or the rules, a violation 
that affected the judgment.

2. When the makeup of the trial judicatory violates the Book of Church Order and 
the rules.  

3. When a member of the judicatory who should not be involved in the trial, 
according to the Book of Order or the rules, is involved in the trial.

4. When there are no reasons attached to the judgment, or when there is a 
contradiction in the reasons.

5. When there is an error in the facts, and the error has affected the judgment.

6. When there are grounds for a retrial.

7. When a lower judicatory has given an illegal trial.

8. When a lower judicatory has not permitted an appeal.

9. When false and forged evidence is used.

10. When proper and important evidence is denied.

11. When a hasty judgment is passed without examining sufficient evidence.

12. When a bias is revealed at the handling of the charge.

13. When an unfair decision or an error is made regarding the censure.

14. When there are grounds to acknowledge that the level of censure is unjustified.

15. When a person who is not involved in the examination of the case is involved 
in the judgment of that case.

Article 118. Appellate Judicatory’s Judgment

1. When the appellate judicatory (higher court) receives the case of the appeal 
through legal procedure, it must follow trial procedures and the following guidelines.

2. The appellate judicatory must rule based on the reasons stated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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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of reasons for petition.

3. In cases of Sections 1 through 5 in the previous Article, the appellate judicatory 
may rule based on its own authority, even if something is not written in the statement 
of reasons for petition. 

4. Evidence that was admitted in the first trial should be admitted as evidence in 
the appellate judicatory.

5. In the case where the submission of the petition lacks the proper requirements, 
such as failing to file within the required period, it must be dismissed through a ruling.

6. If the appeal is deemed not to have any credible reason, the appeal is 
dismissed through a ruling.

7. If it is clear that the appeal does not have a clear reason, that appeal may be 
dismissed through a ruling, without any discussion, that is based on the petition for 
appeal, the statement of reasons for petition, and other records of the appeal.  

8. If it is clear that there is reason for the appeal, the original judgment must be 
set aside and a new judgment must be rendered.

9. The higher court should carefully consider each of the items on the statement 
of reasons for petition and make its decision. If there is any discrepancy, it should have 
the lower court change it, retry the case, or revoke its decision, and write down its 
reason in the minutes.

Article 119. Return of the Case to the Original Judicatory

When the appeal is dismissed or when a trial violates its jurisdiction due to a 
violation of the Book of Church Order or the rules, and the original judgment is 
nullified, then the case is sent back to the original judicatory.       

Article 120. Transfer to a Judicatory of Jurisdiction

When an original judgment must be nullified because of a violation of 
jurisdiction according to the Book of Church Order or the rules, the judgment must be 
transferred to the judicatory of jurisdiction by a ruling.

Article 121.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Change

Regarding the appeal case of the accused, a censure that is greater than the original 
censure cannot be pronounced.     

Article 122. Method of Recording the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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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judgment of the appellate judicatory, the reason for the appeal must be 
recorded, and the original judgment, facts, and evidence may be used.

Article 123. Applicable Provisions

Unless there is a special provision in Part 3,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trial 
in Chapter 3, Part 4 applies to the ruling of the petition. 

Part 4. Appeal

Article 124. Judgments that can be Appealed

When there is noncompliance to the judgment of the second judicatory, a case 
may be appealed to the General Assembly judicatory, and in the case of noncompliance 
of the decision of a presbytery judicatory, the presbytery judicatory is excluded from the 
General Assembly judicatory.  

Article 125. General Provisions Regarding Appeal

1. Method of appeal and the period of filing (Article 112 Method of Petition and 
the Filing Period).

2. Recording of appeal and the sending of evidence (Article 113 Sending the 
Records and Evidence of a Case).

3. Receipt of the record of appeal and notification (Article 114 Receipt of the 
Records of a Case and Notification).

4. Statement of the Reasons for Appeal and Response Statement (Article 115 
Statement of Reasons for Petition and Response Statement).

5. Decision to dismiss the appeal (Article 116 Decision to Dismiss the Petition). 

6. Reason for Appeal (Article 117 Reasons for Petition).

7. Unless there is a special provision, the provisions for appeal in Chapter 4, Part 
3 are applied to the reappeal process.

Article 126. Judgment to Dismiss an Appeal

 In the case where the submission of the appeal lacks the proper requirements, 
such as failing to file within the required period, it must be dismissed through a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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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7. Scope of the Ruling

1. The appellate judicatory court must rule based on the statement of reasons for 
appeal and the reasons stated on the response statement.

2. In the case of Article 118, Sections 1 through 5, it is possible to make rulings 
by direct authority of the judicatory, even if the case is not included in the statement 
of reasons for appeal.  

3. If it is recognized that there are no reasons for appeal, then the appeal should 
be dismissed by ruling.

4. If an appeal is recognized to be necessary, the judicatory may summon and 
examine the person, witnesses, and other people related to the case.

Article 128. Nullification of the Original Judgment

If the reasons for the appeal is legitimate, then the original judgment must be 
nullified.

Article 129.  Dismissal of Prosecution and Judgment on Returning a Case

When it is discovered that the original judgment or the judgment of the first 
trial is nullified due to dismissal of a legitimate prosecution, the case must be sent back 
by ruling to the original judicatory or the first trial judicatory.  

Article 130. The Assignment of Jurisdiction and Judgment of Transfer   

When the original judgment or the first trial judgment is nullified for the 
reason that it has violated the Book of Church Order or the rules, the case must be 
transferred by ruling to its judicatory of jurisdiction.  

Article 131. Rendering a Judgment

After nullifying the original judgment, when a higher judicatory feels that it is 
ready to rule on its own, it may rule directly over the case of the accused.  

Part 5.  Final Judgment and Its Execution 

Article 132. Final Judgment and Its Execution

1. The judgment of a case is executed based on the verified judgment of the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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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icatory.

2. The execution of the judgment must take place within 30 days after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man of the judicatory verifies the judgment.   

3. The execution of the judgment is given in a written form, with an attached 
copy of the judgment statement.

4. When the chairman of the session does not execute the judgment, the 
presbytery moderator should execute it. When the presbytery moderator does not 
execute the judgment, the moderator of the General Assembly should execute it.

Part 6. Entrusted Judgment

Article 133. Entrusted Judgment

1.  A lower judicatory can request for an entrusted judgment from a higher judicatory 
in the following cases.

(1) Important case that is unprecedented in a lower judicatory.

(2) Case that is difficult for a lower judicatory to decide.

(3) Case that is difficult for a lower judicatory to handle because of special 
circumstances.

(4) When a ruling of a lower judicatory may become an important precedent.

(5) When the opinions of the members of a lower judicatory is divisive.

(6) Case that is considered appropriate to be handled by a higher judicatory.

2.  An entrusted judgment is requested in the following cases.

(1)  Before a lower judicatory can make its judgment, it requests only guidance of a 
higher judicatory.

(2)  When a lower judicatory commissions the entire trial case to a higher judicatory.

3.   When an entrusted judgment is requested by a lower judicatory, the higher 
judicatory may send the case back, or only provide guidance, but it should do so 
according to a vote. It should receive all the related documents from the lower 
judicatory, and listen to the statements made by the accused and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man (accuser).

4.   A lower judicatory cannot request an entrusted judgment without examining the 
case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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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4. Processing the Request for an Entrusted Judgment

1. When the chairman of a judicial body receives a written request for an 
entrusted judgment, he must send the documents related to the case of the entrusted 
judgment to the prosecution committee within 10 days upon receiving it.  

2. The prosecution committee, which has received the documents related to the 
case from the chairman of a judicial body, must complete the examination of the event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it has received the documents and decide whether to 
prosecute the case.

3. After the General Assembly has ended, the previous Sections 1 and 2 can be 
omitted from the request for an entrusted judgment. 

Article 135. Applicable Provisions

Chapter 3, Part 3 Prosecution, Articles 62 to 67 and the provisions of a trial in 
Chapter 3, Part 4 can be applied to the case of an entrusted judgment.

Part 7. Complaint

Article 136. Complaint

A complaint is a written request that is submitted by more than one person to 
a higher court when a lower court does not carry out its responsibility regarding an 
administrative case, or when there is an illegal decision, and a lower court submits an 
objection and requests a change.

Article 137. Types of Complaints

1. Administrative complaint: A complaint against an administrative violation of the 
Book of Church Order or provisions by the chairman of a judicial body.

2. Complaint regarding a cancellation of a vote: A complaint against a violation of 
a procedure of an assembly or a method of voting, or when the content of a vote 
violates the Book of Church Order or the rules.

3. Complaint between presbyteries: A complaint to address a conflict regarding the 
existence, absence or implementation of rights between presbyteries.

4. Complaint for confirmation of nullification: A complaint that seeks to ascertain 
the validity, truthfulness, or the nature of an administrative action taken by the 
chairman of a judicial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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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8. Jurisdiction of a Trial 

1. The jurisdiction of an administrative complaint is the jurisdiction of the next 
higher judicial body of the judicatory to which the accused belongs.

2. Regarding a trial of a presbytery judicatory, it can be appealed to the General 
Assembly judicatory, but the presbytery judicatory in question is excluded from that 
General Assembly judicatory.     

Article 139. Eligibility of a Complainant

1. A complaint for cancellation may be submitted by a person who has the right 
or the advantage based on the Book of church Order or the rules, and who seeks the 
cancellation of an administrative action.   

2. A complaint for confirmation of nullification may be submitted by a person 
who has the right or the advantage based on the Book of Church Order or the rules, 
and who seeks the validity, truthfulness, or the nature of an administrative action.  

Article 140. Eligibility of a Complainee and Correction

1. An administrative complaint’s accused is the judicial body’s chairman who has 
taken the administrative action in question. But after the administrative action is taken, 
when the rights to that administrative action are transferred to another chairman, then 
the new chairman becomes the accused.

2. When the accuser complains against a wrong person, the judicatory may correct 
the identity of the accused by its own authority or by request.  

3. When the judicatory makes a decision to correct the identity of the accused, an 
official copy of the decision must be sent to the newly accused.

4. When there is a decision in the Section 2 above, a complaint regarding the 
newly accused is considered addressed when the complaint was filed.  

Article 141. Judicatory with a Third Party Participation in the Complaint

When there is a third party who’s rights have been violated or who has 
benefitted due to the consequences of the complaint, that person may become involved 
in the case through the request of either that person or by the direct authority of the 
court.  

Article 142. Filing a Complaint and the Period for F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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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complaint can be filed by submitting a written complaint to the judicatory.

2. Case that was decided by a meeting that represents the judicial body or a 
jurisdictional committee not including the session or the presbytery must report to the 
current judicial body before being able to file a complaint.

3. In deciding on a proposal, when over one-third (1/3) of the members vote to 
complain to a higher court, that decision is postponed until a decision is reached by 
the higher court.

4. The complainant should submit the complaint and its statement of explanation, 
and after the decision of the lower court, submit them to the clerk of the judicial body 
and the clerk of the higher court within 15 days.

5. The complainee who is the clerk of a lower court should submit the complaint, 
statement of reasons, the records of the proposals, and all the related documents within 
10 days to the clerk of a higher court.  

6. Complaint and the Calculation of the Expiration Date of the Appeal

The complaint that is stipulated in the previous 4 Sections and Article 115, Section 1, 
the 15 days period within which to file an appeal is calculated based on the following.  
     

1) In cases where the judicial body declares directly to the person: the date is 
calculated from the date of the declaration.

2) In cases where the judicial body delivers the notification of declaration through 
the mail: date is calculated from the date that the mail is postmarked. 

Article 143. Processing the Request of the Complaint Trial

1. When the reasonableness and the legitimacy of the complaint is recognized, the 
higher court which receives the complaint reads the records of the statements, hear the 
statements from both sides, and makes a decision.

2. When the higher court recognizes that the complaint is legitimate, it accepts 
the change of a part or whole of the proposal, and guides the lower court on the 
method of implementation.    

3. The complainee, or the lower court, should decide on a representation of more 
than 1 person among its members, and the representatives may request the help of a 
counsel.

4. Complainant or the complainee loses their right as members during the process 
of the case.

5. Complainant or the complainee may appeal to a higher court.

6. If the clerk of a lower court, which has become the complainee, neglects to 
send up the proceedings of the complaint, he shall receive a proper rebuke from the 
higher court, and the higher court shall preserve the rights of both parties until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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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aint is delivered and processed.

Article 144. Items that may be Recorded in the Complaint

1. In the statement of the complaint, the following may be recorded.

a. Name, profession, address of the complainant.

b. Name, profession, address of the complainee or the chairman of the judicial 
body.  

c. The content of the administrative action that is the object of the administrative 
complaint.

d. The date that the administrative action became known.

e. The intent or the reasons of the complaint.

2. Pertaining to the complaint in Section 1, the name and the signature of the 
representative should be recorded.

Article 145. Change of Request

1. Within the limits of not having any changes at the beginning of the request, 
the complainant has the right to change the intent or the reasons for the complaint 
until the end of the court’s deliberation. An exception is when the delay in the 
complaint process is pronounced.  

2. The change of the intent of the request shall be submitted in writing.

3. The request noted in Section 2 must be served in writing to the other party.

4. When the judicatory recognizes that there is no reason for changing the 
request, it may refuse to allow the change, either by the request of the other party, or 
by the direct authority of the judicatory.

Article 146 Withdrawal of the Complaint

The complainant may withdraw a part or whole of the complaint in writing, up 
to the time of the judgment.  

Article 147. Examination by Direct Authority

When it is necessary, the judicatory may examine the evidence by its own 
direct authority, and may even rule regarding facts that the person may not have 
empha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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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48. Petition to Cancel the Decision and Confirm the Nullification

1. When the procedure for summoning, method of voting, and the content of the 
vote of a judicial body is considered to be in violation of the Book of Church Order or 
the rules, a member of the judicial body may petition for cancellation of the decision 
via that judicial body to the next higher court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f the 
decision. If the higher judicial body refuses to comply, then the complainant may add a 
note and submit.

2. The provisions in articles 138, 145, and 146 are applied toward the petition in 
Section 1.

Article 149. Filing a Complaint or a Case between Equal Judicial bodies

1. When there is a need to file a complaint or bring charges to another judicial 
body of the same level, the case may be submitted to a higher judicial body. The 
indicting judicatory should notify both the clerk of the accused judicatory and the clerk 
of the higher judicial body within 60 days of the occasion. 

2. In the above case, the indicting judicatory may select representatives to pursue 
the case.

3. The higher judicial body that has received the complaint or the letter of 
accusation should investigate the case, and if the reason is justified, could modify or 
reject a part or the whole of the judgment at issue made by the accused body. It 
should direct the accused body toward a resolution of the case. When the accused or 
the accused body has an objection or does not comply with the directives, the other 
party may petition or appeal to a higher judicial body.

Article 150.  The Binding Power of a Ruling to Vacate a Judgment

1. The final ruling which vacates an administrative action binds the chairman of 
the judicial body who is directly involved in the case and the judicatory associated.

2. In the case where an administrative action is vacated through a ruling by 
rejecting the original petition, the chairman of the judicial body that took the 
administrative action shall, according to the intent of the ruling to vacate, take an 
administrative action regarding the original petition.

Article 151. Exclusion, Recusal and Avoidance of the Members of the Judicatory 

Provisions regarding the exclusion, recusal and avoidance of the members of 
the judicatory in Chapter 2, Part 1, Article 13 may be applied toward an administrative 
compl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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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52. Applicable Provisions

Provisions regarding charges in Chapter 3 are applicable to administrative 
complaints.

Part 8.  Dissent 

Article 153.  Dissent

A dissent is when a minority of one or more members of a judicial body, who 
is entitled to vote on a question and who votes against the action or judgment of the 
majority of the judicatory, thereon may request that their vote of dissent be recorded in 
the minutes of the judicatory.

Article 154.  The Date of Submission of the Letter of Dissent and Its Process

1. Letter of dissent should be submitted to the clerk of the judicatory within 15 
days after the ruling

2. If the dissent is justified, it should be recorded in the minutes, and the 
judicatory in question may form a response and record it in the minutes.

3. The response to the letter of dissent can be modified and its modifications can 
be recorded in the minutes.

4. The judicatory of the trial should prepare a response statement within 20 days 
after the judgment and deliver it to the clerk of the judicial body, and the clerk of the 
judicial body should record it in the minutes.

Article 155.  Qualifications of a Dissenter

The qualifications of those who may dissent are as follows:

1. One who has a right to vote in the judicial body.

2. One who has voted against the judgment.

Chapter 5. Motion for a Retrial

Article 156.  Motion for a Re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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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ase where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reasons apply, one may 
motion for a retrial for the benefit of the one who has received a final judgment on 
censure.  

1. When it is proven that the documents or objects that served as evidence for 
the original judgment are proven to have been falsified or changed.

2. When it is proven that the testimonies and appraisals that served as evidence 
for the original judgment are proven to be false.

3. When a judgment of censure is rendered based on a false accusation, and the 
false accusation is proven to be so at the final judgment. 

4. When it is proven that a member of the judicatory committed a fraudulent act 
related to the case, such as abusing his authority or accepting a bribe. 

5. When it is proven that a member of the prosecution committee involved in a 
case or an examination of the case abused his authority or accepted a bribe.

6. When there is an interpretation from the committee on the Book of Church 
Order that may affect the ruling.

7. When new evidence arises that might prove the innocence of the accused, even 
after the filing period for appealing a judgment of guilt has expired.

Article 157. Jurisdiction of a Retrial

 A retrial is handled by the original judicatory, and appeal is done in order.

Article 158. Procedure for Requesting a Retrial

For the procedure for requesting a retrial, the procedure related to a trial case 
is applicable.  

Article 159. Filing Period of a Retrial

The motion for a retrial may be filed within 20 days from either recognizing 
the reasons for a retrial or receiving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from the committee 
on the Book of Church Order. An exception is when there is a special circumstance 
whereby it is not possible to file a request for a retrial.  

Article 160. Qualifying Persons Who may Request a Retrial

The following are qualifying persons who may request a retrial. 

1. Chairman of the prosecu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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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person who received the censure judgment or the person’s counsel.

3. When the person who received the censure dies, then his spouse, direct family, 
or a sibling has the right to request a retrial.

Article 161. Processing the Motion for a Retrial

1. In deciding on the motion for a retrial, the court must listen to the opinion of 
both the one who requests and the other party.

2. When it is clear that the motion for a retrial violates the Book of Church Order 
or the provisions, or the period to file a motion has expired, the motion must be 
denied.

3. If it is recognized that the motion for retrial has no valid reason, it must be 
denied by a ruling.

4. When there is a ruling in the previous section, no one can request a retrial for 
the same reason.

5. When it is recognized that there is a valid reason to the motion for retrial, a 
decision must be made to begin a retrial.

6. When a judicial body has handed down a judgment of guilt, the ruling cannot 
be revoked except by means of proving the innocence of the accused through a retrial 
or appeal (Article 42, 2, 3). 

7. When new evidence appears in the middle of a trial through appeal, 

1) The case may be sent back to the lower court for retrial.

2) If the accuser and the accused desire that a higher court adjudicate the 
judgment, evidence is examined and a decision is made.

Article 162. Judgment in the Retrial

1.  In the case where a judgment of a retrial is rendered, the judicatory 
must rule again on the case based on its level.

2.  When innocence is announced after a retrial, the judgment must be 
uploaded and announced in the General Assembly’s homepage.

Article 163. Applicable Provisions

Provisions regarding charges in Chapter 3 are applicable to the motion for a 
re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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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Complaint Against Invalid Voting Procedure and 

Invalid Election Results  

Article 164. Complaint to Invalidate Voting Procedure

When it is recognized that in the process of voting for the representatives to 
the General Assembly, for moderator and vice-moderator of a presbytery, for moderator 
and vice-moderator of the General Assembly, and other officers, there is serious and 
clear violation of the Book of Church Order and provisions, the electorate or the electee 
may file a petition to the judicatory of the General Assembly to invalidate the election 
procedure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f the election, with the name of the elections 
chairman (the responsible person) as the accused.

Article 165. Complaint for Annulment of Election Results

When it is recognized that in the election results for the representatives to the General 
Assembly, for moderator and vice-moderator of a presbytery, for moderator and 
vice-moderator of the General Assembly, and other officers, there is serious and clear 
violation of the Book of Church Order and provisions, the electorate or the electoree 
may file a petition to the judicatory of the General Assembly to annul the election 
results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f the announcement of the election results, with 
the name of the elections chairman (the responsible person) as the accused.

Article 166. Judgment on Nullification of Voting Procedure and Annulment of Election 
Results

The judicatory, which has received a complaint to invalidate voting procedure or annul 
the results of an election, when it has clear evidence that there is serious and clear 
violation of the Book of Church Order and provisions (provisions and specific bylaws on 
election) that has affected the results of an election, may rule on the validity of voting 
procedure or on the annulment of election results. 

Article 167. Processing the Case

A case concerning the validity of voting procedure or annulment of election 
results takes priority over other cases, thus it must be quickly tried. The judicatory of 
the General Assembly should make a decision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petition was filed. If necessary, the 30-day period may be extended.

Article 168. Examination of Evidence



- 447 -

1. The petitioner, after the counting of the votes, in order to preserve any 
evidence that may raise questions regarding the invalidity of voting procedure or 
support the annulment of election results, may request the General Assembly’s judicator 
to preserve the ballot box, ballots, and the voting minutes.

2. When the judicatory receives the above request in Section 1, it should visit the 
place where the voting took place, write up a report, and find an appropriate way of 
preserving the evidence.

Chapter 7: Censure and Restoration

Part 1.  Censure

Article 169.  Attitudes that accompany the Infliction of Censure

Censure is to fulfill the purpose of discipline, and should be accompanied by 
the following attitudes.

1. The judicial body that pronounces the censure should not afflict or detest the 
offender. 

2. Censure must be administered with love, mercy, meekness, and humility.

3. Members of the judicial body should watch themselves so that they may not 
be tempted or assimilated.

4. When one who is under discipline commits another offense, the judicial body 
can augment the censure.

Article 170. Judicial Body that Administers a Censure

When the judgment is finalized from the judicial body or the judicatory of a 
higher court, the judicial body, to which the accused belongs, administers the censure.

Article 171.  Provisions Regarding Censure

Provisions regarding censure are as follows.

1. The motivation, character, and the circumstance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an appropriate censure is given.

2. If it is a personal offense and not a major offense, an admonition or rebu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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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be administered privately, in which case the judicial body may select 2 or 3 
representatives to pronounce the censure.

3. A serious censure is administered at the trial and pronounced publicly in the 
church.

4. Even if an offense is not a major offense, if it casts evil influence upon others, 
a definte censure should be given and pronounced in the church in order to uphold 
the edification of the church.   

5. When a person avoids the censure and moves to another place, the person is 
censured by a public notice.

6. If the judicial body to which the accused belongs does not administer the 
censure, a higher judicial body shall administer it.

7. In the following cases, a pastor may be deposed.

(1).  Adhering to heresy.

(2).  Illegally dividing the church.

(3).  Causing church members to stumble through his teaching or his practice.

(4).  Causing great injury to God’s glory.

7.   Excommunication is the highest level of censure that involves the erasure of the 
name of the offender from the church’s membership roll, and expelling and preventing 
the person from attending church. This censure should be administered according to 
proper procedure and pronounced to the church.

Article 172.  Additional Censure

When the one receiving a censure does not show evidence of repentance or 
commits other offenses, the judicial body may rule for an additional censure.

Article 173. Sentencing Definite (or Indefinite) Censure 

A definite (or indefinite) censure should be declared as follows:

“Whereas, you, ___________________ (here describe the person as a teaching elder, ruling 
elder, deacon, or private member of the church) are convicted by sufficient proof (or 
are guilty by your own confession) of the sin of ______________ (here insert the offense), 
we the _______________________ church session (presbytery, or the General Assembly) in the 
name and by the authority of the Lord Jesus Christ, do now declare you suspended 
from the exercise of your office and from the Holy Communion of the church, from 

 (date) to  (date).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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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as, you, ___________________ (here describe the person as a teaching elder, ruling 
elder, deacon, or private member of the church) are convicted by sufficient proof (or 
are guilty by your own confession) of the sin of ______________ (here insert the offense), 
we the _______________________ church session (presbytery, or the General Assembly) in the 
name and by the authority of the Lord Jesus Christ, do now declare you indefinitely 
suspended from the exercise of your office and from the Holy Communion of the 
church, until you give satisfactory evidence of repentance. Amen.”

After the declaration, the chairman gives proper encouragement and prays that the holy 
and just God will bless the church through this discipline.

Article 174.  Sentencing Deposition from Office

“Whereas, ____________________, an elder (a deacon for church, and a pastor for 
presbytery) of this church (presbytery) has been proved, by sufficient evidence to be 
guilty of the sin of ____________________, we, the____________________ church session (or 
presbytery) do pronounce him disqualified from the office of elder (deacon, pastor) and 
prohibit him from exercising any of the functions thereof. Amen.”

If the deposition includes exclusion from the Holy Communion or excommunication, the 
chairman of the judicial body solemnly adds, 

“This session (presbytery) prohibits him in the name and by the authority of the 
Lord Jesus Christ from participating in the Holy Communion and the attendance of the 
church until he gives satisfactory evidence of repentance. Amen.”  

After the declaration, the prayer of the previous article is offered.

Article 175. Procedure and Sentencing the Censure of Excommunication

The procedure and sentencing of excommunication are as follows:

1. The details of the examination and the judgment are publicly announced to the 
congregation by the moderator.

2. He shall then explain the reason for not allowing the excommunicated off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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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hurch, based on Mt 18:15-18.

3. He exhorts the members of the church do refrain from any fellowship with the 
one under excommunication.  

4. He then administers the censure in the words following:

“Whereas, __________________, a member of this church has been by sufficient 
proof convicted of the sin of _______________________, and after much admonition and 
prayer, obstinately refuses to hear the church, and has manifested no evidence of 
repentance: Therefore, in the name and by the authority of the Lord Jesus Christ, we, 
the session (presbytery) of ____________ church do pronounce him to be excluded from 
the Holy Communion, and cut off from the fellowship of the church. Amen.”  

5. Prayer shall then be made that by God’s blessing this solemn action of the 
court may issue in the repentance and restoration of the offender, and in the 
establishment of all true believers.

Part 2.  Restoration

Article 176.  Provisions Regarding Restoration

Provisions regarding restoration are as follows.

1. The judicial body should frequently oversee those who have received censures 
lower than abstinence from the Holy Communion, pray with them, encourage them, and 
pray for them.  

2. When sufficient evidence to restore a person appears, the person should be 
restored by a vote and according to proper procedure.

3. When those who are under the censure of abstinence from the Holy 
Communion or suspension are restored, the details of the circumstances are explained 
and the restoration is pronounced in the church.

4. When those who are under the censure of deposition or excommunication are 
restored, the details of the circumstances are explained, the offender confesses his guilt, 
and the restoration is pronounced.    

5. Restoration is administered by the judicial body to which the one under 
censure belongs after it obtains the permission of the judicial body which contains the 
final judicatory (permission of the judicatory if the session is adjourned).

6. Restoration of One who Has Moved

(1) It is a principle that the judicial body which has pronounced the cen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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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ores the person.

(2) When a person who is under discipline desires to be transferred to another 
jurisdiction, the judicial body may deliver the letter of transfer to that new jurisdiction 
upon considering the repentance of that person and restoring that person.  

(3) A transcript of the censures and other records of the judicial body may be 
transferred to the new judicial body and the restoration can be commissioned to that 
new body.  

Article 177. Judicial Body Administering the Restoration

With the permission of the governing body (or the judicatory, if the governing 
body has adjourned) to which the final judicatory belongs, the governing body of the 
accused administers the restoration of the censure.

Article 178. Procedure for Restoration

1. When the person under censure shows a clear evidence of repentance and 
makes a humble confession of his sins to the judicial body, the person is restored by a 
two-thirds (2/3) vote of those present in the judicial body.  

2. In restoring those who were suspended from the Holy Communion of the 
church, the restoration shall be declared to the penitent in the following words:

“Whereas, you, ______________, have been debarred from the Holy Communion of 
the church but have now manifested such repentance as satisfies the church, we, the 
_______________ church session (or presbytery), do hereby, in the name and by the 
authority of the Lord Jesus Christ, absolve you from the

said sentence of suspension from the Holy Communion. Amen.”

3. Restoration of the Deposed 

1) The person makes a humble confession of his sins before the church 
(presbytery).

2) The following questions are proposed and the one deposed makes confession 
of sin in the presence of the church (presbytery).

Q: Do you, from a deep sense of your great wickedness, freely confess your sins in 
thus rebelling against God, and in refusing to hear his church; and do you acknowledge 
that you have been in justice and mercy cut off from the communion of the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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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nswer, I do.

Q: Do you now voluntarily profess your sincere repentance and contrition for your sin 
and obstinacy; and do you humbly ask the forgiveness of God and his church?

A: Answer, I do.

Q: Do you sincerely promise, through divine grace, to live in all humbleness of mind 
and circumspection; and to endeavor to adorn by a holy life the doctrine of God our 
Savior?

A: Answer, I do.

3) Here the minister shall give the penitent a suitable exhortation, encouraging 
and comforting him. Then he shall pronounce the sentence of restoration in the 
following words:

“Whereas, you, ______________ , having manifested such repentance as satisfies 
the church;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by his authority, we, the 
_______________ presbytery (or church session) do declare you absolved from the said 
sentence of deposition formerly pronounced against you; and we do furthermore restore 
you to your said office. Amen.”

The whole shall be concluded with prayer and thanksgiving.

4. Restoration of the Excommunicated

1) Even when the person under excommunication has been restored, he cannot 
participate in the Holy Communion for another two years and may be restored to the 
Holy Communion only after a ruling by the judicial body.

2) The same procedure as for the deposed person in the previous section is 
applied.

3) The privilege of a restored communion with the members, and the restoration 
of the rights of a church member is annou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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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moderator concludes with prayer and thanksgiving

5. Process after the Restoration

1) When the person under censure exhibits clear evidence of repentance, it is 
possible to allow him to confess his sins in the presence of the judicial body, and 
restore him through a vote of the judicial body.

2) The person whose term of censure has past is automatically restored without a 
process of restoration.

3) The judicial body (session, presbytery) shall permit the person who is deposed 
from the office to participate in the Holy Communion.

4) The elders and deacons who have been deposed, even when restored to their 
offices, they must wait three years before being nominated, elected, and inducted into 
their offices, in order to continue to serve in those offices.

5) Elders, deacons, and kwonsas who have been suspended from their offices may 
be restored to their offices through restoration, but if they have been barred from the 
Holy Communion along with their suspension, they may not continue in their office 
without restoration by the session and the vote of church members.  

6. In the Case of a Pastor

1) In the case of a pastor, he will have temporary license to preach. 

2) He must have a proper calling from a church to serve as pastor. 

3) A deposed pastor is restored without the laying on of h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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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AL RULES

The Directory for the Public Worship Service of God

Article 1 Dedication of a Church Building

1. Meaning of Dedication

Dedication of a church building is an act of consecration when the construction of the 
building is completed and financial obligations are put in order, the congregation 
gathers in worship of God to resolve in serving him faithfully.  

2. Presider of the Dedication Service

The moderator of the church’s session serves as the presider of the dedication service. 

3. Order of the Dedication Service

The order of the dedication service is left to the discretion and wisdom of the session. 
It would be appropriate to the occasion to have a report from the building committee 
as to God’s faithfulness and goodness in the project and a ceremony in which the key 
of the building is presented to the church.

4. Proclamation of Dedication

The presider of the service shall dedicate the building by the following proclamation: “I 
declare that this house is fully dedicated to the living and true God by the 
congregation of ______ (name of local church)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Kosin),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the Holy Spirit. Amen.”

Article 2 Ordination of Pastors 

Service for ordination of pastors should be conducted in the following way. 

1. Constitutional Questions for Ordination

The moderator of the presbytery shall convene the commission for ordination. After a 
suitable sermon for the occasion is preached, the moderator shall explain the meaning 
of ordination and put forth the following constitutional questions to the candidate:

   (1) Do you believe the Scripture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to be the Word 
of God, the only infallible rule of faith and practice?

   (2) Do you sincerely receive and adopt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and the 
Larger and Shorter Catechism of this church, as containing the system of doct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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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ught in the Holy Scriptures?

   (3) Do you approve of the form of government, discipline, and worship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Kosin), in conformity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f biblical polity? 

   (4) Do you promise subjection to your fellow brethren in the Lord?

   (5) Have you been induced, as far as you know your own heart, to seek the office 
of the holy ministry from love to God and a sincere desire to promote his glory in the 
gospel of his Son?

   (6) Do you promise to be zealous and faithful in maintaining the truths of the 
gospel and the purity and peace and unity of the church, whatever persecution or 
opposition may arise unto you on that account?

   (7) Do you promise to be faithful and diligent in the exercise of all your duties as a 
Christian and a minister of the Gospel, whether personal or relational, as well as in all 
the duties of your office, and to endeavor by the grace of God to adorn the profession 
of the gospel in your manner of life, and to walk with exemplary piety before the flock 
of which God shall make you overseer?

2. Laying on of Hands

Having these questions satisfactorily answered, the candidate shall then kneel, and by 
prayer and the laying on of hands by the moderator, the commission for ordination, 
and other representatives of the presbytery, according to the apostolic example, the 
candidate shall be solemnly set apart to the holy office of the gospel ministry. Prayer 
being ended, the ordained pastor shall rise from his knees, and the moderator and 
other pastors appointed for this purpose shall then extend to him the right hand of 
fellowship (Gal. 2:9; Acts 1:25).

3. Pronouncement

The moderator shall pronounce: “I now pronounce and declare that Mr. ________ is a 
duly ordained pastor in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Kosin),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men.”

4. Charge

The moderator or a member of the commission for ordination shall give a charge to 
the ordained pastor (2 Tim. 4:1-2), and the presbytery shall record the proceedings in 
the minutes.

Article 3 Installation of Pastors

Service for installation of pastors should be conducted in the following way. 

1. Constitutional Questions for Installation



- 456 -

The presbytery shall convene as commission for installation at the appointed time and 
location. After a suitable sermon for the occasion is preached, the chairman of the 
commission shall put forth the following constitutional questions to the pastor and the 
congregation:

(1) Questions to the Pastor (respond with raised right hand)

1) Are you now willing to take charge of this congregation as their pastor, agreeable to 
your declaration in accepting its call?

2) Do you conscientiously believe and declare, as far as you know your own heart, that, 
in taking upon you this charge, you are influenced by a sincere desire to promote the 
glory of God and the good of the church?

3) Do you solemnly promise that, by the assistance of the grace of God, you will 
endeavor faithfully to discharge all the duties of a pastor to this congregation, and will 
be careful to maintain a deportment in all respects becoming a minister of the gospel 
of Christ, agreeable to your ordination engagements?

(2) Questions to the Congregation (respond with raised right hands)

1) Do you, the people of this congregation, continue to profess your readiness to 
receive ________ (name of pastor), whom you have called to be your pastor?

2) Do you promise to receive the word of truth from his mouth with meekness and 
love, and to submit to him in the due exercise of discipline?

3) Do you promise to encourage him in his labors, and to assist his endeavors for your 
instruction and spiritual edification?

4) Do you engage to continue to him while he is your pastor that competent worldly 
maintenance which you have promised, and to furnish him with whatever you may see 
needful for the honor of religion and for his comfort among you?

2. Pronouncement

The chairman of the commission for installation shall pronounc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e Head of the Church, and by the virtue of the authority of the  (name of 
presbytery) presbytery, I now solemnly pronounce and declare that the Rev. __________ 
(name of pastor) is installed as the pastor of this congregation. Amen.”

3. Charge

The chairman of the commission for installation or one of its members shall give a 
charge to the pastor and to the congregation. The service for installation shall conclude 
with the benediction by the newly installed pastor. 

Article 4 Ordination of Ruling Elders, Deacons, and Kwonsas

Services for ordination of ruling elders, deacons and kwonsas should be conducted in 
the following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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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stitutional Questions for Ordination (respond with raised right hand)

The session shall convene as commission for ordination at the appointed time and 
location. After a suitable sermon for the occasion is preached, the moderator of the 
session shall explain the warrant and nature of the office of ruling elder, deacon, or 
kwonsa together with the character proper to be sustained and the duties to be 
fulfilled. Having done this, the moderator shall put forth the following constitutional 
questions to the candidates:

(1) Questions to the Candidates (respond with raised right hands)

   (1) Do you believe the Scripture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to be the Word 
of God, the only infallible rule of faith and practice?

   (2) Do you sincerely receive and adopt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and the 
Larger and Shorter Catechism of this church, as containing the system of doctrine 
taught in the Holy Scriptures?

   (3) Do you approve of the form of government, discipline, and worship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Kosin), in conformity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f biblical polity? 

   (4) Do you accept the office of ruling elder (or deacon, or kwonsa) in this church, 
and promise to faithfully perform all the duties thereof, and to endeavor by the grace 
of God to adorn the profession of the gospel in your life, and to set a worthy example 
before God and the church? 

   (5) Do you promise to strive for the purity, peace, unity and edification of the 
church?

(2) Questions to the Congregation (respond with raised right hands)

Do you, the members of this church, acknowledge and receive this brother (or sister) as 
a ruling elder (deacon, kwonsa), and do you promise to yield him/her all the honor, 
encouragement and obedience (“cooperation” for deacon and kwonsa) in the Lord to 
which his/her office,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and the constitution of this church, 
entitles him/her?

2. Laying on of Hands (Kwonsa is excluded from this)

Having answered these questions in the affirmative, the candidate shall then be set 
apart, with prayer by the moderator of the session, and by the laying on of the hands 
by the session and members of the commission for ordination, to the office of ruling 
elder (or deacon). The session and other persons appointed for this purpose shall then 
extend to him the right hand of fellowship.

3. Pronouncement

The moderator shall pronounce and declare: “I now solemnly pronounce and declare 
that Mr. (or Mrs.) _______ has been installed as a ruling elder (or deacon, or kwonsa)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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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of local church)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n (Kosin),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men.”

4. Charge

The chairman of the commission for installation or one of its members shall give a 
charge to the newly ordained ruling elder (deacon or kwonsa) and to the congregation. 
The service for ordination shall conclude with the benediction of the Lord Jesus Christ. 

Article 5 The Solemnization of Marriage

1. Institution of Marriage

Marriage is a not a sacrament, nor peculiar to the church of Christ. Marriage is a divine 
institution ordained by God.

2. Officiant of the Marriage Service 

Christians ought to marry in the Lord; therefore, it is fitting that marriage be 
solemnized by a pastor, that special instruction be given them, and suitable prayers 
offered, when they enter into this relation. The pastor shall officiate over the marriage 
of a member who is at least a catechuman. 

3. Subjects of Marriage

Marriage is to be between one man and one woman only, in accordance with the 
Word of God; and, they are not to be within the degrees of consanguinity or affinity 
prohibited by the Word of God.

4. Parental Consent

The parties should be of such years of discretion as to be capable of making their own 
choice; and, it is wise to receive the consent of the parents or guardians.

5. Announcement of Marriage 

As marriage is of a public nature, the welfare of civil society, the happiness of families, 
and the credit of Christianity, are deeply interested in it. Therefore, the marriage service 
should be sufficiently announced publicly a proper time previous to the solemnization 
of it.

6. Evidence of Legitimacy 

The pastor should take care in this matter to transgress neither the laws of God nor 
the laws of the state. In order that the peace and comfort of families will not be 
endangered and that no just objection may exist against their marriage, the pastor 
should secure evidence from both parties that there are no spiritual or legal hindrances 
or obstacles to the marriage.

7. Issuance of the Marriage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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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emnization of marriage must always be performed before a competent number of 
witnesses. The minister is to issue a certificate of marriage affixed with his signature 
and signatures of the witnesses.  

8. Marriage Register

The minister should keep a proper register of the names of all persons whom he 
marries, and of the time of their marriage.

Article 6 The Burial of the Dead

1. Consolation

The services proper for such an occasion are the singing of appropriate psalms or 
hymns; the reading of some suitable portion or portions of Scripture, with such remarks 
as it may seem proper to the minister to make; and prayer, in which the bereaved shall 
be especially remembered, and God’s grace sought on their behalf, that they may be 
sustained and comforted in their sorrow, and that their affliction may be blessed to 
their spiritual good.

2. Confirmation of Hope

The funeral services are to be left largely to the discretion of the pastor performing 
them, but he should always remember that the proper object of the service is the 
worship of God and the consolation of the living. The pastor should be careful not to 
mention the future hope of the deceased who lived without faith. 

Form of Government

Article 1 Election of Ruling Elders, Deacons and Kwonsas

When an unorganized church wishes to elect deacons or kwonsas, it shall ask the 
presbytery to supply from its membership 1 pastor and 1 elder to assist in electing and 
ordaining new officers.

Article 2 Distance of a Local Church

When establishing a new local church, the minimal distance from the nearest church in 
the same denomination should be 3 miles. 

Article 3 Practical Responsibilities of a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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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en a regular member of the church does not keep the Lord’s day holy, becomes 
involved in superstition, drinking, smoking, or exhibits abusive behavior, or intentionally 
fails in his membership responsibility of making regular offerings, such a person should 
be placed under church discipline as a process of dealing with his sin and restoring 
him to faithful Christian life. If a member who is an officer of the church is found 
guilty of such behavior, it is appropriate for the officer to be deposed. 

2. A member in good and regular standing ought to strive to grow in the knowledge 
of the Bible, doctrine, and the fundamentals of the Christian faith; endeavor to live 
according to the Word and imitate Jesus Christ in exemplary Christian life; and, attain to 
the whole meas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3. A member in good and regular standing ought to maintain the truth of the Bible, 
live in compliance to church laws, and submit to the discipline of the church. 

Article 4 Verification of Church Officer’s Age 

Church officer’s age pertaining to ordination or active service shall be determined by 
the date of birth noted in the birth certificate. In addition, the following language may 
assist in determining the minimum and maximum age requirement for ordination and 
active service:

1. “and older,” “and younger,” “from,” “till” are descriptions that are inclusive of the 
qualifying age. 

2. “under” excludes that age. 

Article 5 Drawing and Redrawing Presbyterial Boundaries

1. According to Article 136 of the Form of Government, the General Assembly has the 
authority to draw and redraw presbyterial boundaries. 

2. Presbyterial boundaries may be redrawn every 5 years.

Article 6 Representatives to the General Assembly

1. Elder representatives to the General Assembly should be those elders that regularly 
attend General Assembly and presbytery mee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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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number of representatives to the General Assembly may be adjusted every 5 
years.

The Book of Discipline

Article 1 Exclusion, Recusal, and Avoidance

1. The Book of Discipline Chapter 2, Part 1, Article 13, Section 1.2 notes that a member 
of the judicial body should be excluded or be asked to recuse himself from a trial 
when he is related to either of the involved parties. The relationships that are grounds 
for exclusion are: ① third cousin by blood, ② a cousin, or a ③ spouse.

2. If it is clear that a petition for recusal is filed for the purpose of delaying the judicial 
process, the petition may be dismissed by resolution. 

3. Greater than one-third (1/3) of the registered members of the judicial body cannot 
be recused. The petition for recusal may be decided upon two-thirds (2/3) vote of the 
members of the trial court or by simple majority of the attending members, and by 
secret ballot and without discussion or debate. The member who is petitioned for 
recusal cannot vote. 

4. Petition for recusal cannot be applied against a member of the prosecution 
committee.

Article 2 Election to Replace Vacated Member of a Trial Court

When the petition for recusal is accepted under the rules of the Book of Discipline 
Chapter 2, Article 13, Section 3, the governing body (during adjournment, the officers of 
the governing body) with the shortfall in quorum of the judicatory shall, by its own 
authority, or by the petition of the judicatory, immediately elect to fill the vacancy of 
the judicatory. The newly elected member shall participate temporarily in the judicial 
process of the case. 

Article 3 Reaching Consensus in the Judicatory 

1. When voting to determine the degree of censure as laid out in the Book of 
Discipline Chapter 2, Part 2, Article 17; Part 3 Article 22; and, Part 4 Article 28, if there 
are 3 or more differing opinions, and the opinion of consensus fails to receive simple 
majority of the votes of the two-thirds (2/3) of the members of the judicatory, the 
judicatory must continue to deliberate so that a simple majority can be reached o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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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nting opinion. 

2. Discussions regarding the consensus pertaining to the judgment shall not be made 
public. 

Article 4 Advance Payment for the Cost of the Trial

1. The Book of Discipline Chapter 3, Article 34, notes the procedure for advanced 
payment for the cost of the trial. Payment for the cost of the trial must be made in 
advance to the church court and the receipt for the payment should be submitted.

2. Advanced payments for the cost of the trial are as follows:

   (1) Filing a charge, complaint, administrative petition, an appeal or a lawsuit. 
Presbytery: $1,000; General Assembly: $1,500.

   (2)  Filing an appeal. General Assembly: $1,500.

   (3)  Filing an appeal, petition for a retrial, second appeal, or an entrusted judgment. 
Presbytery: $1,000; General Assembly: $1,500. 

3. When a petition asks for a special court to be established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General Assembly makes judgment on the petition, advanced payment for the 
cost of the trial court shall be submitted per Section 2 (2) above. 

4. Advance payment that has been made for the cost of the trial belongs to the trial 
court regardless of the outcome of the trial, and it shall not be refunded. 

5. Each of the following types of cases is exempt from court fees:

   (1) Pursuant to the Book of Discipline Chapter 3, Part 2, Article 52, Section 2, a case 
where the moderator of the governing body or an officer has charged an individual.

   (2) Pursuant to the Book of Discipline Chapter 3, Part 3, Article 62, Section 3, a case 
where the moderator of the governing body, by his direct authority, requests 
prosecution.

   (3) Pursuant to the Book of Discipline Chapter 5, Article 160, Section 1, a case where 
the chairman of the prosecution requests a retrial.

   (4) Pursuant to the Book of Discipline Chapter 2, Part 4, Article 25, a case where the 
chairman of the prosecution petitions for a special judicatory and the petition is granted 
by the General Assembly.

Article 5 Restrictions on the Credibility Criteria of a Witness

Pertaining to the criteria of the credibility of witnesses noted in the Book of Discipline 
Chapter 3, Part 6, Article 94, when a witness is an officer or a former officer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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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ing body, and he possesses information in a case due to his duty as an officer 
of a governing body, and the information is a confidential item pertaining to a case, 
without permission of the moderator of the governing body, he shall not be questioned 
as a witness.

Article 6 Restrictions on the Duties of a Witness

Pertaining to the duties of a witness in the Book of Discipline Chapter 3, Part 6, Article 
96:

1. A permanent officer of a church or anyone working in a secular profession who 
gains knowledge of a person due to his profession may refuse to testify. An exception 
is when the witness offers consent to testify or his testifying is necessary for public 
good.

2. Anyone who refuses to testify must provide to the court clear reasons for refusal.

Article 7 Subpoenas for Testimony

1. Pursuant to the Book of Discipline Chapter 3, Part 6, Article 96, Section 2, subpoena 
summoning a witness must be served at least 10 days prior to the opening date of the 
trial.

2. When a witness is participating in the trial, he may be questioned as a witness 
without the use of a subpoena. The Administrative Commission’s ruling becomes 
ineffective immediately after the lower court issues a judgment. 

3. A witness summoned by the judicatory or the prosecution may be paid all or a 
portion of his travel expenses. 

Article 8 Verification of the Witness’ Identity

The chairman of the trial court must request the person’s name, age, vocation and 
home address, and verify the person’s identity as the summoned witness. 

Article 9 Examination of a Witness Outside the Court

The chairman of a trial court may ascertain the witness’s age, vocation, condition of 
health, and other pertinent information and, in cooperation with the prosecutor, the 
accused, and the defense counsel, question the witness outside the court room through 
a summons or at the witness’s res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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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Demand to Produce the Interrogatories for a Witness

When the chairman of the trial court considers it necessary, he may demand from the 
one who called the witness a document containing the interrogatories for examining a 
witness. 

Article 11 Ordering a Witness to Leave the Court Room

Any witness that did not testify at the trial should be ordered to leave the courtroom. 

Article 12 The Election and Term of the Presbytery’s Prosecution Committee 

1. Pursuant to the Book of Discipline Chapter 3, Part 2, Article 58, the term and 
reappointment of a presbytery’s prosecution committee should be determined by each 
presbytery’s rules. When the presbytery does not have such rules, the default term 
should be 1 year, and the presbytery may allow the members to serve consecutive 
terms.

2. When there is vacancy in the prosecution committee, the presbytery (during 
adjournment, the officers of the presbytery) may elect a new member, and the elected 
member’s term shall be his predecessor’s remaining term. 

Article 13 Revocation of the Charge and Re-Indictment

Pertaining to the Book of Discipline Chapter 3, Part 3, Article 63, Section 2, on 
revocation of charges, and Article 66 concerning dismissal of charges due to insufficient 
evidence, unless new and significant evidence arises after dismissal of charges, 
prosecution of the accused shall not be pursued.

Article 14 Cases Not Warranting Prosecution 

1. Pursuant to the Book of Discipline Chapter 3, Part 3, Article 65, Section 2, if the 
prosecution committee decides to drop any charges, it should take one of the following 
forms:

   (1) Suspension of prosecution: There is suspicion of an offense, however, due to the 
circumstances, prosecution is not deemed necessary.

   (2) Exoneration: 1) No recognition of offense: facts of the offense do not qualify as 
a prosecutable sin or the facts of the offense cannot be confirmed. 2) Insufficient 
evidence: There is no sufficient evidence to substantiate the char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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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Not guilty: The alleged offense may be a legitimate element of an offense, but it 
may not constitute as a chargeable offense as reflected against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Book of Discipline.

   (4) Cannot prosecute: 1) If there is no jurisdiction in relation to the accused. 2) The 
accused was charged for the same offense. 3) The complaint became null and void, or 
was dropped. 4) The victim does not wish to prosecute the accused or wishes to 
withdraw the charges. 5) The accused is deceased. 

   (5) Dismissal: 1) When it is clear that the accuser’s statements fall under numbers (2) 
through (4) above. 2) When the complainant is charging his immediate family or the 
immediate family of his spouse. 3) When the complainant drops the complaint, thereby 
no longer having the right to file again the same charges. 4) When, unless new 
evidence is found for a case, the case dismissed by the prosecutor cannot be re-filed. 
5) In a case where the complainant has no right to file a complaint; that is, when the 
complainant is not the actual victim, the complainant is not the victim’s spouse when 
the victim died, and the complainant is not a member of the immediate family of the 
actual victim, or when the complainant does not respond to the court’s summons and 
his whereabouts are unknown. 6) When the complainant is a habitual accuser and files 
similar charges repeatedly. 

2. When the prosecution committee suspends a case, the accused should be firmly 
admonished, and the prosecution committee must secure a written agreement from the 
accused that he will not repeat the same offense. In cases of lower offenses, this is not 
required.  

3. Pertaining to the Book of Discipline Chapter 3, Part 3, Article 68, Section 1.b, when 
the prosecution committee of a presbytery or session fails to act upon the order of 
indictment sent by the prosecution committee of the presbytery or the General 
Assembly within ten (1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the complainant is entitled to 
file an appeal or a second appeal. When the prosecution committee of a presbytery or 
a session receives a second order of indictment but fails to act upon it, the case may 
be put to trial for resolution. 

4. Complaints that are not legal in nature (such as a petition) may be determined by 
the resolution of the officers of the governing body. 

 

Article 15. Entrusted Judgment

1. Due to a dispute within the governing body and, therefore, the governing body 
cannot convene, the moderator of the governing body, by his authority, may request an 
entrusted judgment by a higher court. 

2. Since an unorganized church without a session or a church with a dismissed session 
cannot establish a judicial body, the moderator of the session, by his authority, may 
petition the presbytery for an entrusted judgment. 

Article 16.  Petition for a Re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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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ursuant to the Book of Discipline Chapter 5, Article 160, a person entitled to 
petition for a retrial must submit in detail the intent and reasons for the petition, and 
he must submit the petition to the original governing body and attach a certified copy 
of the original ruling, evidentiary documents and certificates. The governing body that 
receives the petition for retrial must forward the petition to the judicial body.

2. In the Book of Discipline Chapter 5, Article 156, Request for a Retrial, in Section 1, 
Section 2, Section 4, and Section 5, the term “proven” points to evidentiary documents 
that are produced by public institutions or certified by the civil court system. 

3. Processing the petition for retrial must fulfill the instructions and requirements set by 
the Book of Discipline Chapter 5, Article 161 on processing the request for a retrial and 
the Book of Discipline Chapter 5, Article 162 on judgment in the retrial. At the opening 
stages of a retrial, the judicial body’s decision to dismiss can be appealed to the next 
higher governing body’s judicial committee. After the initial phase of the retrial, the 
judgment of the court under jurisdiction may be appealed to the next higher governing 
body’s judicial committee.

4. Pursuant to the Book of Discipline Chapter 5, Article 161, Section 5, when a retrial is 
ordered to begin, execution of censure on the offender may be halted by the decision 
of the court. 

5. In the Book of Discipline Chapter 5, Article 162, Section 1, “the judicatory must rule 
again on the case based on its level,” the phrase, “based on its level,” means that the 
retrial of the verdict of the first trial must follow the procedure of the first trial, and 
the final ruling on the retrial of the dismissal of the petition or dismissal of the appeal 
must follow the procedures pertaining to appeals and dismissals.  

6. When one wishes to protest or appeal the verdict of the retrial, he can appeal 
according to the rules of the Book of Discipline Chapter 4, Article 106.

7. When a petition for retrial is received by the retrial judicatory, the officer of the trial 
court that took part in the first verdict cannot serve as an officer in the retrial court. 
The only exception is the trial court of the General Assembly. 

8. In the case of the preceding Section, if the retrial judicatory is the judicatory of the 
session, other members of the session, except for the moderator, must form the retrial 
judicatory. If a retrial judicatory cannot be formed due to shortage of members in the 
session, a petition for entrusted judgment must be submitted to the judicatory of the 
presbytery. 

9. In the case of aforementioned Section 7, if the retrial judicatory is a presbytery 
judicatory, the presbytery (during adjournment, the officers of the presbytery) must elect 
to fill members of its judicatory, and the members of the presbytery’s judicatory must 
be engaged temporarily in the trial.

10. No filings of complaints, lawsuits, or provisional injunctions in civil courts are 
permitted against any administrative actions of the moderator of a session, a presbytery, 
or the General Assembly without the approval of the judicatory or the special judicatory 
having dealt with the relevant rules and constitution of our deno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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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7 Pending Trial and Withdrawal from the Denomination

When a member of the church or the denomination who is waiting pending trial under 
the constitutional rules of our denomination withdraws from the presbytery or the 
General Assembly, pursuant to the Book of Discipline Chapter 1, Article 11, Section 5, if 
the member is an officer, he is to face dismissal as his punishment. If the officer is not 
waiting pending trial and he withdraws from the presbytery or the General Assembly, he 
is to be asked to resign from his office. 

Article 18 Power of Resolution of the General Assembly

Against an officer who violates a resolution of the General Assembly, the moderator of 
the General Assembly, by the resolution of its officers, may recommend restrictions to 
his rights in representing the presbytery and the General Assembly. If such a 
recommendation is not executed within 30 days, the moderator of the General 
Assembly, by the resolution of the officers of the General Assembly, may apply the 
sanctions. 

Article 19 Prohibition of Officers Taking Concurrent Roles

1. Prosecutors and members of the judicatory of each governing body shall not take 
concurrent roles in the same case as a member of a special judicatory or prosecution 
committee or Administrative Commission. 

2. Officers of each governing body shall not take concurrent roles as a member of the 
judicatory, prosecution committee, special judicatory, or Administrative Commission. 

Appendix

Article 1

This Constitutional Rules shall become effective from the moment it is adopted.

Article 2

To amend this Constitutional Rules, it needs the simple majority participation of the 
members of the General Assembly and a two-thirds (2/3) vote by them.

Article 3

Any matter already in process shall proceed unless there is a violation of this 
Constitutional Rules. Otherwise, this Constitutional Rules shall be fo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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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All the documents necessary to execute the Form of Government and The Book of 
Discipline in the Book of Church Order, and this Constitutional Rules shall follow the 
General Assembly’s standard doc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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