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의 여정 2025는 북미주의 여러 지역과 사역현장에 흩어진 북미주 개혁교회의 모든 
신앙 공동체를 위한 미래 계획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도 변함 없는 개혁교회 전통의 
핵심을 보존하는 한편, “개혁된 그러나 늘 개혁하는” 교단이 되려고 함께 노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지혜에 귀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널리 퍼진 다양한 예수님의 양무리의 필요를 채우려합니다. 우리의 
여정 2025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하며 지나온 과정을 그려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북미주 
개혁교회는 1997년부터 매5년마다 회중들의 경험을 듣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가장 최근 설문조사는 2012년에 있었습니다. 2012년 설문조사 결과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이제 우리의 여정 2025 사역 계획을 진행하면서 우리의 상황을 더 자주 점검하려 합니다. 
2017년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교회와 회중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이를 기초로 움직이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포괄적으로 더 잘 이해하고 
정기적으로 우리의 여정 2025 목표를 점검하는 설문조사를 매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의 설문결과는 이 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북미주 개혁교회와 관련된 모든 장년과 청년은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의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설문조사를 공정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CRC 교회를 무작위로 다섯 “집단”으로 나누었습니다. 각 집단은 
교단 전체의 20퍼센트 정도의 성도에 해당합니다. 각 교회가 속한 집단의 차례가 되는 
매5년마다 교회는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매년 각 교회 모든 회중의 의견이 수렴될 것입니다. 이렇게 각 교회의 
모든 회중이 실제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매5년마다 한 번입니다. 만약 올해 
여러분 교회의 순서가 되어 교회로부터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요청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여정은 우리의 여정에도 
중요합니다.  

설문조사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환영합니다. 마지막 질문들은 설문조사 자체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를 묻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실수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지적해주십시오. 그러나 저희가 준비한 설문조사에 대하여 호의적이고 관대한 마음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 참여자들은 아무도 본인의 설문지를 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의견은 북미주 개혁교회 담당자와 칼빈대학교 사회연구 센터의 관계자 

 

https://www.crcna.org/OurJourney
https://calvin.edu/centers-institutes/center-for-social-research/projects-services/crcna/
https://calvin.edu/centers-institutes/center-for-social-research/projects-services/crcna/
https://www.crcna.org/survey/survey-results


및 학생들이 읽을 것이며, 많은 경우 여러분이 우려하고 분노하는 일에 대한 책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하듯이 세상적인 이익을 얻거나 인간적인 약점을 잡기위해 하는 
설문조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일할 때, 하나님과 함께 그의 능력으로 우리 연약함을 극복하는 법을 여러분과 함께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설문조사 결과를 온라인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힘을 남용하거나 여러분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데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정보가 불미스럽게 사용될 
가능성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으며, 우리의 여정을 함께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듭해서 여러분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단 설문조사 팀을 대표하여, 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그리고 
지금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진정한 감사를 전하며,  

 

 

 

 

콜린 왓슨   대런 로다  
북미주 개혁교회 교단대표  캐나다 사역 디렉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