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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적 관점으로 보는 2012 년 미국의 대선과 의미
2012 년의 대선은 미국의 다가올 미래, 적어도 100 년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대 역사적인 특별한 대선이 될
것입니다. 미국을 다시 한번 영적인 풍성함과 지난 200 년의 젖과 꿀이 흐르는 'Dream 국가' 로 만드느냐,
아니면 ‘칠흙같은 어둠의 국가’ 로 만드느냐는 이제 저와 여러분같은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지키고 가르쳐야 할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 무엇을 투표할것인가?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하나님의 가치관과 창조 질서를 가진사람들!
경제,
사회/ 정치적 안건들, 소수민족을 돕는 프로그램과 같은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우리는 빵부스러기를 취할
수는 있어도 다음세대들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 주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CCC 의 창립자이며 전도책자인 ‘4 영리’ 를 만들었던 빌 브라이트(Dr. Bill Bright) 박사는 대선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기독 시민권자들의 책임들(Duties of a Christian Citizen):






Pray -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뽑히도록 기도하라
Register to Vote – 유권자등록을 하라 (평생에 한 번만 하는 것. 또는 주를 바꿨을때 다시 하기)
Become Informed - 대선에 나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알고 뽑기. 투표권을 포기하는 것은 금물.
Get involved - 관여하라 / 개입하라
VOTE!! - 투표하라!! 투표권을 기권하는것은 책임회피입니다.

하나님의 기본 원리 원칙, 창조 질서의 가치관을 여러분의 선택에 반영할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낙태(abortion)를 동의 혹은 반대하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 제도는 1 남자와 1 여자 의 결합임을 동의 혹은 반대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법의 기본으로 함을 동의 혹은 반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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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비교

바락 오바마
(Barak Obama)

미트 롬니
(Mitt Rom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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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Taxpayer funding of Abortion
당신은 낙태를 위해 세금을 사용하는 것을 동의 혹은 반대하십니까?
Government funding of Planned Parenthood
당신은 정부가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세계최대 낙태 시술 기관)를
금전적으로 후원하는것을 동의 혹은 반대하십니까?
Taxpayer funding of human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당신은 태아 줄기 세포 연구를 동의 혹은 반대하십니까?
Ban human cloning
당신은 연방 법률로 치료용과 재생용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인간
복제를 금지하는 것을 동의 혹은 반대하십니까?
Full repeal of the estate tax
당신은 연방 재산세 폐지를 동의 혹은 반대하십니까?
Parental choice in education
교육과 교육 선택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를 동의 혹은 반대하십니까?
State marriage amendments
당신은 주 헌법 개정을 통해 자연적 결혼을 보호하는 것을 동의 혹은
반대하십니까?
Federal Defense of Marriage Act (DOMA)
당신은 연방 결혼 보호법을 시행한는 것을 동의 혹은 반대하십니까?
Marriage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당신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임을 정의한 미국 헌법에 대한
결혼 보호 개정안을 동의 혹은 반대하십니까?
ENDA – Special employment rights based upon sexual behavior
당신은 성적인 행동에 따른 연방 정부의 특별 고용법을 동의 혹은
반대하십니까?
Appointment of conservative justices
당신은 헌법을 엄격히 준행하는 이들이 전판관들로 선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 혹은 반대하십니까?
Government control of healthcare
당신은 정부가 통제하는 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를 동의 혹은
반대하십니까?
Religious liberty
당신은 정부가 도덕적, 종교적 믿음을 위배하도록 강요하는것으로부터
제도, 단체, 개인이 보호되도록 하는 것을 동의 혹은 반대하십니까?
영어, 출처: iVoteValues.org 한글번역: TVNex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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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Democratic)과 공화당(Republican)의 정강 비교 - 결혼과 생명 부분
민주당 (Democratic Party) 정강 (Platform) - 2012 년 9 월 대회에서 채택
결혼할 자유: 우리는 결혼 평등을 지원하고 동성 커플 법률에 따라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운동을 지원한다.
우리는 또한 정부의 간섭없이 종교 성사로 결혼을 관리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교회와 종교 단체의 자유를
지원한다. 우리는 다른 부부와 같은 존경과 책임을 추구하려는 헌신적인 동성 커플에 대한 차별적인 연방 및 주
헌법 개정과 동등된 법의 보호를 막으려는 다른 시도를 반대한다. 우리는 "결혼 보호 법안 (DOMA)"의 완전한 폐지
"결혼 존중 법안 (RFMA)"의 통과를 원한다
선택할 수있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 민주당은 강력하고 명백하게 "Roe 대 Wade"와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등의
임신에 관한 결정을 하는 여성의 권리를 지불할 능력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우리는 그 권리를 약하게하거나
저해하는 모든 노력을 반대한다. 낙태는 여자, 그녀의 가족, 그녀의 의사와 성직자 사이의 지극히 개인적인
결정으로 정치인이나 정부가 낄 곳이 이니다. 우리는 또한 보건 의료 및 교육이 의도하지 않은 임신의 수를 줄일
수 있도록 도움으로 낙태의 필요를 줄일 수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강력하고 명백하게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양 프로그램을 포함, 임신 중에 그리고 출산 후 여성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가용성과 접근
권한을 확보하여 아기를 가질 여성의 결정을 지원합니다.
전체 PDF 버젼: http://assets.dstatic.org/dnc-platform/2012-National-Platform.pdf

공화당 (Republican Party) 정강 (Platform)- 2012 년 8 월 대회에서 채택
신성한 계약 - 결혼의 방어: 우리는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임을 정의한 헌법 개정을 지지함을 다시
확인한다. 결혼 제도는 시민 사회의 기초이다. 이것의 제도로서의 성공 여부가 한 나라로서의 성공을 결정지을
것이다. 경험은 물론 수없이 많은 사회학 연구들을 통해 정통 결혼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다는 것이 증명되어왔다.
손상되지 않은 가정들에서 자란 자녀들은 대학에 갈 확률이 높고,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고, 마약이나
술을 사용하거나 범죄에 가담하거나 혼외 임신을할 확률이 적다. 결혼의 성공은 개인의 경제적 안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더불어, 결혼의 미래는 자유에 영향을 준다. 가정 형성의 부족은 정부의 지출을 늘게 할뿐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모든 방면에서 더 많이 제어하게끔 만든다. 우리는 혼자 육아를 부담하는 용감한 노력들을
인정하며 존경한다. 그럼에도,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임을 우리는 싸워 지킬것이고 통치하는 법들을
통해 장려하고 증진시켜야할 국가의 표준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모든 미국인들이 존중되고 존엄히 여김을
받아야한다는 원칙을 갖는다.
인간 삶의 신성함과 존엄: “독립 선언문”에 안치된 자명한 사실에 충성된 우리는 인간 삶의 신성함과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침범될수 없는 기본적 개인의 살 권리가 있슴을 주장한다. 우리는 인간 삶 헌법 개정을 지지하고
열네번째 개정의 보호함이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게도 적용됨을 입법하는것을 추천한다. 우리는 공공 수익을
통해 낙태를 격려하거나 시행하거나, 낙태를 해주거나 장려하는 단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낙태를
포함하는 건강 관리는 자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다. 공화당 지도부는 야만적인 부분 출생 낙태를 금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주도해 왔다. 우리는 성차별의 극한인 성별을 선택하기 위한 낙태를 금지시키고 아품을 느낄수 있는
아이들이 낙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 제정을 청한다.
헌법 제 1 개정 -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설립자들의 선견: 종교에 대한 전쟁중 가장 심한 공격은 현
정부가 종교 관련 기관들과 믿는 개인들이 보건 서비스, 정통 결혼, 혹은 낙태에 대한 그들의 깊은 신앙과 도덕과
윤리적 믿음을 위배하도록 강요하려는 노력이다.
전체 PDF 버젼 (영어) : http://www.gop.com/wp-content/uploads/2012/08/2012GOPPlatform.pdf
3|Page
TVNext.org

투표일
11 월 6 일 (화요일) 각 주별로 혹은 우편으로 투표를 신청한 경우 미리 투표 할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민들은
TVNext 의 “캘리포니아 총선 가이드”를 참조해주세요.

대선때까지 “투표하는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은?
중보 기도 – 미국의 정치인들이 이번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대치 될 수 있도록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가치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것!
내게 투표권이 있든 없든, 대선때까지 한끼식 금식하며, 이사야 58 장-61 장을 읽으며 하나님의 정의가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세워져, 미국이 회복되기를 기도!

2012 년은 11 월은 역사적인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 역사가 미래에, 50 년, 100 년 이후에 어떻게 자녀들에게
읽혀지느냐는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선택과 그 결과에 달려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오늘의 역사는 쓰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거룩한 선택을 저희와 함께 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 또는 Facebook.com/TVNEXTORG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 가치관 보호 단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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