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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빈곤 관련 자료  
 
신앙고백서 

1967년 신앙고백, 9.46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화목은 부요한 세계 안에 있는 노예적 
궁핍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침해라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예수께서 자신을 궁핍한 사람이나 착취당한 사람들과 동일시하셨기에 세상의 가난한 이들의 
이유가 곧 그의 
제자들의 이유이다. 궁핍이 부정한 사회 구조이든, 방비책을 못 가진 자들에 대한 착취이든, 국가 
자원의 결핍이이든, 기술적 지식의 결여이든, 인구의 신속한 증가이든, 그 어느 것의 
산물이든지를 막론하고 교회는 이것을 간과할 수 없다. 교회는 각 사람이 자기 가족의 부양과 
공통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자기 역량과 소유와 기술의 결실들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위탁하신 
선물로 알고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교회는 보다 나은 상태에 대한 인간의 희망을 일으켜 주고 
그들에게 남부럽잖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공급하는 인간 사회의 여러 역량들을 격려한다. 
빈곤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경제적 사건들에 있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어느 한 사회 
계급에게만 열려 있거나, 자기가 베푼 자선에 대하여 사의를 기대하는 교회는 화목을 하나의 
조소거리로 만들며, 하나님께 받아들여 지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벨하 신앙고백, 10.7-8 

우리는 다음과 같이 믿는다 

•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에 공의와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고 싶어 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  하나님은 불의와 반목이 가득한 세상에서 특별히 궁핍하고 가난하고 학대받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  하나님은 억눌린 자에게 공의를 베풀고,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 자신의 사역을 따라 
행하도록 교회를 부르신다; 

•  하나님은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눈 먼 자의 눈을 열어주신다; 

•  하나님께서는 짓밟힌 자들을 지원하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들을 
도우시고, 불의한 자의 길을 막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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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에게 있어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신앙생활은 고통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찾아가는 것이다; 

•  하나님은 교회가 선한 일을 행하고 공의를 추구하도록 가르치고 싶어 하신다; 

•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들이 어떠한 곤경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그들을 지지해야 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교회가 모든 형태의 불의에 대항해서 증언하고 맞서 싸움으로써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끊임없이 흐르는 시냇물처럼 흘러내리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하나님의 것인 교회는 주님께서 서신 곳에 서야 한다. 즉, 불의에 대항하고 부당한 학대를 
받는 자들과 함께 서야 한다; 

•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는 이기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해를 끼치려는 모든 권력과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 대항하여 증거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  여러 형태의 불의를 정당화하려 하고, 또한 복음의 이름으로 그러한 사상을 거부하지 
않으려 하는 교리들을 정당화하려 하는 이념은 어떤 것이라도 거부한다. 

 
 
 
간추린 신앙 고백서, 11.2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는 완전한 사람이었고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예수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셨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말씀과 행위로써 가르치시고, 
어린이를 축복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음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시고, 
버림받은 자와 함께 잡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을 불러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셨다. 

예수는 신성모독과 소요선동죄로 부당하게 정죄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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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고를 깊이 겪으시며, 
세상 죄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셨다. 

하나님은 이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어, 
그의 죄 없는 삶을 입증하시고, 
죄와 악의 권세를 깨뜨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 
 
 
예배모범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에 보내셔서 긍휼을 베풀게 하신다: 굶주린 자를 먹이며, 병든 자들을 
돌보고, 갇힌 자를 방문하며, 포로 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노숙자들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낯선 
자들을 환영하며,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한다. 
단체로 혹은 개인으로 행해진 이러한 긍휼 사역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전체 교회의 사역이다. 
우리는 사람들의 당면한 상처와 필요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라는 부름을 받았다. 교회는 또한 
인간의 고통을 영구화시키는 제도들에 직면하여 도전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증거와 
옹호의 지역적 활동을 통해, 광역 larger 교회의 프로그램들을 통해, 그리고 인간 복지를 위해 
일하는 다른 기관들 및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그리스도의 긍휼 사역에 참여한다. 

주일 예배 시에, 말씀을 통해 긍휼 사역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선포되고 성례전을 
통해 제정된다. 우리는 억압 구조에 우리가 공모했음을 고백하고, 상처 받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고, 또한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돌보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바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좇아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며, 줄 뿐만 아니라 
받기도 하며, 심지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생명의 위협도 감수하겠다고 맹세한다. 
(규례서, W-5.0303). 
 
공동 예배서 (WJK, 2018) 

정의와 평화를 위한 예배 599 
성경 봉독 602 
찬송, 시편, 영가 603 
참회의 기도 605 
탄식의 기도 610 
신앙 고백 612 
중보 기도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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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만찬 기도 624 
축도 625 
각종 기도 626 
 
 
Glory to God: The Presbyterian Hymnal (WJK, 2013) 

I, the Lord of Sea and Sky (Here I Am, Lord) 69 
What Does the Lord Require of You? 70 
You Thirsty Ones, Come 78 
Light Dawns on a Weary World 79 
My Soul Gives Glory to My God 99 
My Soul Cries Out with a Joyful Shout 100 
Awake! Awake, and Greet the New Morn 107 
Once in Royal David’s City 140 
In the Bleak Midwinter 144 
All Hail to God’s Anointed  149 
Jesus Entered Egypt 154 
Blest Are They 172 
Jesu, Jesu, Fill Us with Your Love 203 
O Blest Are They Who in Their Love  208 
Lord, Why Have You Forsaken Me 210 
Hear, O Lord, My Plea for Justice 211 
God of Grace and God of Glory 307 
Longing for Light, We Wait in Darkness 314 
In the Midst of New Dimensions 315 
Sound a Mystic Bamboo Song 323 
For All the Faithful Women 324 
The Foolish in Their Hearts Deny 335 
In an Age of Twisted Values 345 
O for a World  372 
When All Is Ended 376 
The Trumpets Sound, the Angels Sing 505 
In Remembrance of Me 521 
I Greet Thee Who My Sure Redeemer Art 624 
Give Thanks 647 
A Grateful Heart  652 
Give Thanks to God Who Hears Our Cries 653 
Arise, Your Light Is Come! 744 
Today We All Are Called to Be Disciples 757 
Called as Partners in Christ’s Service  761 
When the Poor Ones 762 
The Lord Hears the Cry of the Poor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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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urch of Christ Cannot Be Bound 766 
Together We Serve 767 
I’m Gonna Eat at the Welcome Table 770 
Heaven Shall Not Wait 773 
Come Quickly, Lord, to Rescue Me 780 
Why Stand So Far Away, My God? 786 
I’ll Praise My Maker 806 
Incline Your Ear, O Lord, to Me 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