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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연합교회 전국총회장 목회서신
결혼과 동성 관계에 대해
그리스도안에서 존경하는 교우여러분
교단의 전국의결 기구인 전국총회에서 결혼과 동성관계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저희 교단에서 지난 30여년의 긴 시간동안 논의를 해오면서 굉장히 여러운 문제였고,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힘든시간들이었습니다
멜본에서 있었던 제15차 전국총회에서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에의해 분명하고 신실한 신앙의 바탕위에
폭넓은 관점들이 나누어졌고, 그런 폭넓은 관점들은 신학적 다양성과 문화적 다양성이포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번 전국총회에서는 모든회원들이 그렇게 다른 제안들 내용들에 대해 지지 혹은 반대의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간에존중과 이해하는 태도와 함께 크리스챤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그래서 호주연합교회 교우들의 성숙한 모습을
보게되어자랑스러웠습니다.
그 과정에하나님의 은혜는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향하는 마음으로 하나의
결정에 도달하였습니다.
우리 교단의 모든 교우들 사이에 있는 크리스챤 믿음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우리는 결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두가지동등하면서 분명한 성명서들을 갖게되었습니다.
그 결정은 호주연합교회내의 목회자들과 결혼주례자들에게 동성애 결혼 주례를 행할수도 있고
또한거부할 수도 있는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해 현재 존재하는 호주연합교회 믿음의고백은 “기독교 결혼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살기를 고백하고 확신하는 자유가 주어졌다”는내용입니다..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새로운 추가적 성명서가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성명서는, “크리스챤들에게 결혼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두 사람이 함께 살기를고백하고
확신하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의미인고하니, 목사는 자신의 선한 양심에 따라 동성애결혼을 집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선한 양심에따라 동성애결혼 주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리고 가르쳐온 것을 계속할수 있고, 또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예식으로
집례를 행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LGBTIQ교우들을 위한 사역과 어려움들이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저는 이번대화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번 변화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이 겪고
계실고통과 어려움이 있으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야하는 과정에서 겪게되는 일로 힘들어할 여러분들께 위로와 치유를 허락해
주실것을 간절히 빕니다.
다시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호주연합교회 모든 교우들은 결혼에 관한 여러분의 믿음대로
행할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또한 그 권리를 존경받고 보호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의회<Church Council>은 또한 여러분들의 교회 건물에서 결혼식 진행을 허락할 지 아닐지에 대한
결정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주의 교회안에서 하나님의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 그리스도의 자유의 희망과,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계속해서 증거하는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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