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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hey are Different

Christian say : “Our LORD, by your wisdom you made so many 
things; the whole earth is covered with your living creatures.” “여호와
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
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시 104:24)

Non Christian say : “Only a fool would say, "There is no God!" 
People like that are worthless; they are heartless and cruel and never 
do right.”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시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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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는 역사적 개혁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전통적 개혁주의 신
앙(Reformed Faith)의 노선을 따라 성경 계시의 완성과 함께 계시의 종
결을 통해 사도들이 교회에 전해준 신구약 성경 66권이 절대 진리임을 
고백하며 신앙과 생활의 전반에 대하여 정확무오(正確無誤)한 유일(唯
一)의 법칙임을 믿으며 역사적 전통적 개혁 교리와 신조들, 즉 사도신경
(The Apostles`Creed), 니케아 신조(The Nicene Creed), 칼케돈 신조
(The Creed of Chalcedon), 아타나시우스 신조(The Athanasian 
Creed), 벨직신앙고백서(Belgic Confession of Faith), 하 이 델베 르
그 요리문답(The Heidelberg Catechism), 도르트 신조(The Canons of 
Dort),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및 대소요리문답에 표현된 전통적 개혁신앙이 성경의 교훈에 가장 충
실한 것으로 인정하며 고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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