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복음주의 자유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공동의 헌신 속에 연합된 자율적인 교회들의 모임이
다. 그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의 본질
적인 신학적 확신들은 이 복음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완전 속에서 시작되고 또한 그것을 표현한다.
1.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거룩하시고 한없이 완전하시며, 세 분의 동등한 위격, 즉 성부, 성자, 성령
의 사랑의 연합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무한한 지식과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은 영원 전부터 그 분 자신을 위해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 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 만물을 새롭게 하려고 계
획하셨다.

하나님의 복음은 성경에서 권위 있게 계시된다.
2.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인간 저자들의 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고 믿는다. 문자적으
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원문에 있어서 오류가 없고 구원을 위한 그 분의 뜻을 완전히 보여
주는 계시이며, 인간의 지식과 행동의 전 영역을 평가하는 궁극적인 권위이다. 따라서 성경이 가르치는 모
든 것을 믿고, 성경이 명령하는 모든 것에 순종하며, 성경이 약속하는 모든 것을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의 복음만이 우리의 깊은 필요를 설명한다.
3.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 그들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지
었다고 믿는다. 아담과의 연합 속에서 인간은 본성과 선택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분의 분노
아래 있는 죄인들이 되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만 구원받
을 수 있고 화해되며 새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서 궁극적으로 알려진다.
4.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인격 속에 두 본성, 즉 참 신과 참 인간으로 성육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다. 이스라엘의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 분은 죄
없는 삶을 사셨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죽음에서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대제사장과 중보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계신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성취된다.
5.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이시자 대속자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 모든 것을 충족하는 온
전한 희생물로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렸다고 믿는다. 그분의 속죄하는 죽음과 승리의 부활은 구원을 위
한 유일한 근거가 된다.

하나님의 복음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적용된다.
6. 우리는 성령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믿는다. 그 분은 세상의 죄
를 책망하신다. 성령께서는 죄인들을 중생시키시고, 그 분 안에서 죄인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세
례를 받고 하나님의 가족의 상속자로 받아들여진다. 성령께서는 또한 신자들이 예수를 닮은 삶과 봉사를
하도록 신자들 속에 내주하시고 조명하시며 신자들을 인도하시고 준비시키시며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제 교회라고 부르는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구현된다.
7. 우리는 진정한 교회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모든 사람
들로 구성된다고 믿는다. 그들은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령으로 연합된다. 진정한 교회는 회원
들이 믿는 신자들로만 이뤄진 지역교회들 속에서 나타난다. 주 예수께서는 복음 안에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두 개의 의식, 곧 세례와 성만찬을 명령하셨다. 비록 이러한 의식들은 구원의 수단은 아니지만, 교
회에서 신실하게 거행될 때 신자에게 확신을 주며 신자의 성장을 돕는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삶과 세상을 향한 증인으로 이끌어준다.
8.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은혜가 그 분의 거룩케 하시는 능력 및 목적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적으로 사랑하며, 서로를 향
한 돌봄, 가난한 사람을 향한 긍휼, 그리고 압제받는 사람들을 향한 정의를 가지고 믿음을 살아내라고 명
령하신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열정적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악한 영적
인 힘과 싸워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항시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됨
으로써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제자들을 만들기에 힘써야 한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 시대의 끝에 그 분 자신을 통해 실현될 것이다.
9.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실현하실 때, 그 분의 거
룩한 천사들과 함께 인격적이며 육체적으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
시간에 임할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기대를 요구하며, 우리의 복된 희망으로서, 경건한 삶,
희생적 헌신, 그리고 열정적인 선교의 동기를 부여한다.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한 운명이 달린 반응을 요구한다.
10.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누구든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복음을 믿으라고 명령하신다고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육체적으로 살리고 이 세상을 심판
하실 것을 믿는다. 그래서 그 분은 불신자에게는 정죄와 영원한 형벌을, 신자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와 함께 영원한 축복과 기쁨을 누리며 그 분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하신다고 믿는다. 아
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