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리의 등대 ’창간취지와 목표

   1. 창조주 하나님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 주 하나님을 힘써 전하겠습니다. 오

늘 많은 사람들의 정신적 육체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으로 인한 고통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창조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2. 구원은 오직 예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뿐이며 영혼의 평안과 만족도 오직 예수뿐임을 널리 

전하겠습니다. 가인의 문명과 문화가 번성할수록 오늘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영

적 공허와 절망 가운데로 빠져가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3. 신앙의 기초를 반석 위에 더욱 든든히
   교회의 평신도 주요 사역자들의 신앙의 기초를 반석(마 16:16-18) 위에 더

욱 분명 하고 든든하게 세우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인간의 목적달성 수단으

로 여기는 왜곡 된 복음 때문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딤전 

3:15)가 거룩함과 능력과 신앙의 본질을 상실하고 교회의 세속화가 더욱 깊어

가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4. 본지의 일차 독자 
   본지의 일차 독자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교회 전문사역자 등과 같은 교회

의 평신도 주요 지도자들이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글의 내용과 수준이 초신 자

나 아직 성경과 기독교에 대해 이해가 깊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다소 난해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5. 다시 영적 대각성과 복음의 부흥을 꿈꾸며
   개혁신앙(Reformed Faith)을 널리 알리고 세우는데 힘쓰겠습니다. 19세기의 

영적 대각성과 복음의 부흥은 16세기부터 시작 된 종교개혁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므로 개혁자들의 영원한 구호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다시 영적 대 

각성과 복음의 부흥 시대를 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발행인 정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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