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고 계십니까?  
북미주 개혁교회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하며 동행하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여정처럼 우리도 이 길을 갈 때, 반드시  
동반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지금껏 걸어온 길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단은 1987년부터 매 5년마다 북미주 개혁교회  
전체 회중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왔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더 귀를 기울이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5년마다 실시해오던 설문조사를 매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모든 CRC 교회를 
무작위로 5개의 집단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집단은 매 5년마다 한 차례씩  
설문 조사에 참여하도록 요청을 받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모든 교회의 모든  
회중은 매년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갖게 되면서도, 5년에 한 번만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됩니다. 

올해는 귀 교회가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차례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여정은 우리의 여정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참여하시려면 crcna.org/survey 를 방문하십시오.
• 위 링크로 들어가셔서 소속교회를 찾으십시오. 
• 최선을 다해서 설문지에 응답해 주십시오.
• 여러분의 응답은 익명이 보장되며, 어떤 개인정보도 첨부하거나 묻지 않습니다.  

crcna.org/survey

우리의 여정  

알고 계십니까?  
북미주 개혁교회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하며 동행하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여정처럼 우리도 이 길을 갈 때, 반드시  
동반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지금껏 걸어온 길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단은 1987년부터 매 5년마다 북미주 개혁교회  
전체 회중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왔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더 귀를 기울이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5년마다 실시해오던 설문조사를 매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모든 CRC 교회를 
무작위로 5개의 집단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집단은 매 5년마다 한 차례씩  
설문 조사에 참여하도록 요청을 받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모든 교회의 모든  
회중은 매년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갖게 되면서도, 5년에 한 번만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됩니다. 

올해는 귀 교회가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차례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여정은 우리의 여정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참여하시려면 crcna.org/survey 를 방문하십시오.
• 위 링크로 들어가셔서 소속교회를 찾으십시오. 
• 최선을 다해서 설문지에 응답해 주십시오.
• 여러분의 응답은 익명이 보장되며, 어떤 개인정보도 첨부하거나 묻지 않습니다.  

crcna.org/survey

우리의 여정  



자주 묻는 질문들 (FAQ)

누가 응답해야 합니까?  성도, 정기 출석자, 성인, 청소년, 노인 등 누구나! 

이 설문조사는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이 설문조사는 우리가 

공동체로서 공유하는 계획 가운데 다섯 가지 “꿈꾸는 미래”를 

이루어 가는 과정을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북미주 

개혁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셨는지 등 우리의 여정 2020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crcna.org/OurJourney 를 방문하십시오.

설문조사를 마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20분 

안에 모든 설문조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응답은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귀 교회의 설문조사 결과는 설문조사팀이 비밀리에 보관할 것입니다. 

이번 교단설문조사의 전체 결과는 2019년 총회 전에 공개될 것입니다. 

인터넷 사용을 못 할 경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참여는 

아주 중요합니다! 설문조사팀에서 인쇄된 설문조사 용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교회 사무실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십시오. 

레베카 밴던애커 Rebekah VandenAkker

북미주 개혁교회 교회연감 편찬부

yearbook@crcna.org 혹은 1-800-272-5125

크리스틴 드루 밴더버그 Kristen deRoo VanderBerg

북미주 개혁교회 소통및홍보부 대표 

kvanderberg@crcna.org  혹은 1-800-730-3490

crcna.org/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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