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야 뉴튼의 하느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열두개 항목
시기 1710S-1720S

키인스 MS 8, 캐임브리지 킹스 대학교
항목 1. 오직 하나의 하느님 아버지가 계시며 영원하시고, 전지 전능하시고 절대적인 힘을
가지신 바, 하늘과 지상을 창조하셨으며, 이 하느님과 인간들의 중개자는 오직 한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항목 2. 하느님 아버지는 그 누구도 육안으로 본적이 없고 앞으로도 볼수없는 존재이시다.
하나님외의 모든 것들은 모습으로 볼수있다.
항목 3. 아버지는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계시며 아들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가지는 권세를
주셨다.
항목 4. 아버지는 본질적으로 모든 지식을 품안에 가지고 있음으로 모든것을 아시고,
미래를 통찰하는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알게 하셨으며, 양 외에는 하늘과 지상의 그
누구도 그 미래에 대한 지식을 아버지로 부터 바로 받을 자격이 없다.
항목 5. 하느님을 움직일수는 없다. 그 어느 존재도 하나님의 영을 소멸하거나 채우게
하는 능력이 없다. 발생되는 모든 일들은 오직 이세상에서 영원히 필요시 되기 때문이다.
하느님외의 모든 존재는 한곳에서 다른곳으로 움직여질수 있다.
항목 6. 모든 숭배(기도, 찬양, 혹은 감사)는 하느님께 주어지며,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도
하느님께로만 주어진다. 그리스도는 하느님 아버지를 향한 숭배를 줄이려 오신것이
아니다.
항목 7. 기도는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드려야만 보급된다 (효과적 혹은 널리
퍼질수 있음).
항목. 8. 아버지 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양식과 입을옷을 주시며, 그리고 생명과 그외의
많은 축복들을 주시는 아버지에게만 감사를 드려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열정을 갖도록,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쭌다.

항목 9. 우리는 직접 그리스도에게 중개를 부탁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 하느님께
올바로 기도드리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중개를 할것이다.
항목 10. 아들의 이름으로 어버지께만 드리는 기도외에 다른 기도는 우리 구원에 필요되지
않는다.
항목 11. 하느님의 이름을 천사들이나 왕들에게 주는것은 첫번째 계명을 위반한다.
유대인의 하느님 숭배를 천사들이나 왕들에게 주는 것은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다. 계명의
의미는: 당신은 다른신들 말고 오직 나만을 숭배하여야 한다.
항목 12. 우리에겐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분만이 계시고, 그분안에 모든 것이 있으며
우리도 그분의 것이다. 그리고 주예수 그리스도 한분이 계시며 그 분으로 인하여 모든것과
우리가 있는 것이다. 그의미는, 우리는 오직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한분만을 숭배하여야
하며 주예수 한분만을 구세주로, 위대한 왕으로 여긴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양으로
희생되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만드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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