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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ning the globe, we have no common tongue, culture, or creed. We are divided by history and 

geography, by social customs and forms of government. But in foundations, we are united. We are of one 

mind on the bedrock of civil society, on the basis of that first and primordial community called the family: 

We affirm the dignity of marriage as the conjugal bond of man and woman. We embrace it not as the 

parochial practice of any sect or nation or age, but as the patrimony of all mankind. We defend it not as a 

matter of preference or temperament or taste but as the heart of any just social order. 

지구세계에서 인류를 하나로 묶는 언어나 문화, 신조는 없습니다. 또한 역사적,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이라고 불리는 최초의 

공동체로 시작된 문명 사회의 기반 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관계로 맺어진 결혼이 고귀하다고 단언합니다.  우리는 결혼을 특정 종파나 민족, 특정세대만의 문화가 

아닌 모든 인류의 유산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취향이나 기질의 문제가 아닌 분명한 사회 질서의 

핵심 가치로 옹호합니다. 

Human beings thrive in communities. And every community finds its foundation where every human being 

deserves to begin: in marriage. Here a man and a woman commit to join their whole lives as one family and 

seal their love as one flesh. They show forth the fidelity and unity-in-diversity of any healthy community. 

Thus do they secure for any children born of their bond, the birth right of all men: to know the faithful love 

of the man and woman whose union gave them life. 

인류는 공동체 안에서 번영합니다. 모든 공동체는 생명이 창조될 수 있는 곳, 바로 결혼 안에서 그 기초를 

찾습니다.  결혼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들의 전 생애를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한 몸을 이룸으로 

그들의 사랑을 인봉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건강한 공동체처럼, 배우자에 대한 신의와 다양성 안의 연합을 

유지합니다.  이런 부부는 그 태어난 자녀에게 모든 인간이 나면서부터 갖는 권리를 보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신실한 사랑의 연합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Healthy marriages thus make demands of couples; but wounded ones make greater demands of whole 

societies. A thriving culture will therefore serve marriage—and all society—by promoting purity outside it 

and fidelity within; by discouraging pornography, adultery and divorce; and by firmly resisting every push 

to redefine marriage: to include same-sex or group bonds, or sexually open or temporary ones. 

건강한 결혼을 유지하려면 두 남녀사이에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입은 결혼은 전체 

사회에까지 훨씬 많은 지원을 요구하게 됩니다. 번창하는 공동체는 결혼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려 합니다. 

결혼안에서 부부 서로의 신뢰를 중요시 여김으로, 포르노 간음 이혼을 멀리하며, 결혼을 재정의하려는 

동성결혼, 다중 혼, 성적개방, 합의 동거 같은 모든 압력세력에 단호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We rededicate ourselves to honouring, restoring, and protecting these truths. We commit, where possible, 

to refuse to deal with corporations that deny them. We pledge to resist the rising cultural imperialism of 

Western powers whose governments seek nothing less than ideological colonization.  

우리는 이 진리들을 존중하며, 회복 시키며, 보호하기 위해 다시 헌신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부정하는 

단체와의 타협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이데올로기적 식민지를 만들려고 하는 정부들의 서구 중심의 문화적 

제국주의 확산에 저항할 것을 서약합니다.  

Together we join in common cause, East and West, North and South, to stand for a truth that no 

government can change. Bowing to no earthly power, using every just measure, we shall not falter or flag 

until the truth about marriage is embraced in our laws and honoured in our lands. 

우리는 어떠한 정부도 변질시킬 수 없는 이 진실을 위하여 동서남북이 연합하여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않고, 

모든 정당한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의 소중한 진리가 법 안에서 품어지고 존중 받을 때까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