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손 소사이어티 헌장

우리가 믿는 사실
1.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영원한 삼위

일체의 신비 속에, 하나님은 완전
히 조화로우시고 완전히 온전하시
다. 

2.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하
나님은 자신과 서로와 영원한 조
화로 살도록 디자인 하셨고 그의 
창조 전체를 돌보도록 디자인 하
셨다.

3.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교
제를 저버림으로 해서 우리의 창
조된 장소를 몰수당했고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4. 나 자신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였다. 하나님으로부터 유리
됨은 내 삶에 어두움과 혼돈을 만
들어 냈고 종종 다른 이들을 비난
하게 되었다.

5. 나의 적극적인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나를 사랑하
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를 하나님께 온전히 회복될 수 있
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하셨다.

6. 나는 나의 죄의 책임을 받아들이
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사
역 안에서 용서를 발견한다. 그에 
따라 나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경
험하고 점진적으로 나 자신과 다
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회복된다.

7. 오래 끄는 죄의 영향에도 불구하
고, 나는 주권자이신 주님의 아들
로 회복되었고, 나의 약함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
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
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우리가 따르는 길
1. 그 사실(‘우리가 믿는 사실’)을 믿

기 때문에, 나는 단순한 믿음 안
에서 하나님께 항복한다. 약속들을 
만들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의 도
움을 구한다.

2. 나는 삼손 소사이어티를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멤버 중에서 그 
길을 따르는 시간동안 신뢰할만한 
여행 동료인 실라를 선택한다.

3. 세부적인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실
라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살
려고 하는 나의 시도의 과정과 결
과를 말한다.

4. 나의 실라들과 다른이들로부터 격
려를 받아서, 나는 매일의 기도, 
성경공부, 자기성찰을 발전시킨다. 
나는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
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대신에, 내
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
나님의 도움을 요청한다. 

5.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신뢰하기를 
선택하고 결정들에 직면할 때 친
구들의 지혜에 무게를 두고 유혹
이 닥칠 때 그들의 힘을 구한다.

6.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없
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나는 
내가 일으킨 손해를 보상한다. 만
약 직접적인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권할만하지 않을 때, 나는 다른 
방식으로 나의 회개를 표현한다.

7. 나는 나 자신을 다른 이들에게 실
라로 제공한다. 매일 나는 나 자
신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나 자신을 섬기는 것 보다 나의 
길에 있는 이들을 섬기도록 하나
님의 은혜를 요청한다.

우리가 함께하는 동의
1. 하나님은 삼손 소사이어티의 유일

한 소유주이시며 유일한 권위자이
시다. 어떤 멤버도 전체 삼손 소
사이어티를 대변하지 않는다.

2. 삼손 소사이어터의 모든 멤버들은 
사랑과 존중으로 맺어진 동등한 
친구이자 하나님의 종이다. 어떤 
멤버도 다른 이에게 복종을 명령
할 수 없다.

3. 삼손 소사이어티는 어떤 재산도 
소유하지 않으며, 비용도 수집하지 
않으며 월급도 지불하지 않고 채
무도 일으키지 않는다.

4. 삼손 소사이어티는 공교회의 확장
이다. 삼손 소사이어티는 법인이 
아니고 장점에 상관없이 회중, 교
파, 조직이나 캠페인과 계약을 맺
을 수 없다.

5. ‘그 사실, 그 길, 그 동의’를 믿고 
따르는 두세 사람이 있다면, 그들
은 삼손 소사이어티 미팅을 시작
할 수 있다. 

6. 우리는  발설이 미칠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비밀을 말하는 것을 허락
받지 않는다면, 다른 멤버들에게서 
공유된 개인적인 어떤 정보에 대
해서도 가장 엄격한 비밀을 유지
한다.

7. 멤버들은 만약 헌장을 변경하거나 
위배하지 않거나 복사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또는 
영리를 위해 개인적인 설명들을 
만들고 배부하고 삼손 소사이어티
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