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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합 교단내 고백하는 회중의 총회(고백교회)를 위한 헌장
2006년 10월 13일에 채택됨

이것은 성과 리더십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정통 교리를 지지하는 것을 실패한 UCA의 11번째 총
회의 배교/변절적 관점에서, 깊은 슬픔과 함께 2006년 7월 12일 연합교단 내의 개혁동맹 멤버들
과 연합교단 내 복음주의 신자들의 국제회의가 호주 연합교단 내 고백교회를 세울 것을 결단한
것이다.
호주 연합교단 내 고백하는 회중의 총회는 다음 것을 공약한다:
1. 교리적 문제들이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의 개혁적, 복음적, 그리
고 정통적 전통 안에서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결정된 것임을 확신함.
2. 교리, 신학, 도덕, 예배, 목회적 돌봄, 사회적 책임, 선교, 그리고 복음주의에서의 정통 리
더십을 제공함.
3. 세계교회적 관계들을 회복하고 지속시킴.
4. 호주의 다문화적, 다원주의자적 사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연동시킴.
5. 다음의 대상들을 이행하기 위해 전국적, 그리고 국가적 몸을 설립함.
a. 고백 교회 안에서 개혁적, 복음적, 그리고 정통적 목회의 말씀, 성례전, 그리고 목회적
돌봄에 대한 규정/공급을 장려한다.
b. 리더들과 평신도들을 위해 개혁적이고, 복음적이며, 정통적 기독교 교육을 장려한다.
c. 점점 더 무지해져 가는 대상이며, 혹은 정통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이 되어가는 사회
안에 동시대적 공공 이슈들에 대한 다양한 성경적 관점을 가져온다.
d. 토착적/원시적 회중들의 멤버들과의 화해와 협력의 관계를 기른다.
e. 이주 민족 회중들의 멤버들과 함께 협력과 연합의 관계를 기른다.
f. 호주와, 태평양과 아시아 지역의 파트너 교회들 안의 국제 교회 협의회(National
Council of Churches) 멤버들과 교통/통신의 수단을 제공하며, 지방/지역 교회와 상호
협력을 권장한다.
g. 고백적 선교 사역자 협회를 만들고, 고백 교회에 알맞은 선교/목회 대표자들/직원들의
채용을 돕는다.
h. 새로운 고백 교회의 설립을 장려하고 돕는다.
i. 그리스도의 미션을 성취하기 위한 회중들을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간
단한 행정 구조를 발달시킨다.
j. 교통/통신, 교육, 그리고 격려/장려를 위한 정규 출판물을 공급한다.
k. 고백 교회로부터 그것을 위임한 자원/재원들의 신실한 청지기가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충성심과 순종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써 이 행동을 취
하며, The Basis of Union 을 고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