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망하는 미래 4

정체성
우리는 풍성한 개혁주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붙잡고 -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 하나님의 
다양하고 하나 된 가족 안에 소속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또한 표현하길 
원합니다. 그 진리를 통해 변화되어, 우리는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 회중들과 사역들은 
•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하시는 사랑, 

그리고 그분과 연합하여 모든 창조를 
새롭게 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분명하고 호소력 있게 
말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우리 
교회들은 연령, 능력, 성별,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고 
차별없이 소속감을 줄 것입니다. 

• 정의를 행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동행하라는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할 것입니다 (미가 6:8). 

•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그분의 
교회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을 보고, 확인하며, 
담대하게 수행할 것입니다.

crcna.org/OurJourney에서 정체성 
동영상을 시청하시거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망하는 미래 5

협력
우리 교회들과 사역들은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완수하기 위해, 우리 커뮤니티와 세계 곳곳의 
협력자들과 손잡고 함께 일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 회중들과 사역들은 
• 우리가 독특한 은사를 가진 한 몸의 

지체이며, 각자 최선의 역량을 다해 
일하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두 함께 
일한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 국내외를 아우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사역 가운데 필요한 
서비스들과 자원, 그리고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 서로 연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미주 개혁교회 안팎에서 이미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있는 우리의 여정 2020에 대해 더 알아보기 
원하시면, crcna.org/Journey 를 방문해 주세요.

우리의 신앙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이며, 신앙과 삶을 위한 
유일하며 무오한 법칙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범 교회적인 
표현으로 사도 신경 (Apostles’ Creed)
과 니케아 신경(Nicene Creed), 
아타나시우스 신조(Athanasian Creed)를 
인정합니다. 또한 우리는 벨직 신앙고백
(Belgic Confession),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Heidelberg Catechism), 
도르트 신경(Canons of Dort)의 세 가지 
신앙 고백을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일치하는 교리이며 역사적인 개혁주의 
기독교 신앙의 표현으로 인정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신조 및 고백서와 
더불어, 총회가 기독교 신앙의 
현대적인 개혁주의 표현으로 채택한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Our 
World Belongs to God)라는 현대 
신앙 문서와 총회가 에큐메니컬 신앙 
선언으로 채택한 벨하 신앙 고백서
(Belhar Confession)를 인정합니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미국, Colin Watson, 사역 및 행정 디렉터, 
dma@crcna.org; 877-279-9994
캐나다, Darren Roorda, 캐나다 사역 디렉터, 
cmd@crcna.org; 800-730-3490
한인 사역, Charles Kim, ckim@crcna.orgcrcn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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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여정



흥미진진하고 활기가 넘치는 여정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지평과 기회, 
새로운 도전의 약속. 북미주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그러한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여정 2020이라고 
부릅니다. 함께 하고 있기에 “우리의 여정”
이며, 지금 당장은 여정의 한 단계일 뿐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기에 “2020” 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여정은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알지만, 그곳까지 정확히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를 때 일어나곤 합니다. 지금 
미국과 캐나다의 CRC 멤버들 및 리더들은 
저마다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 도전들을 
마주하고 있으며, 바로 그러한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도전들이 목표 혹은 “소망하는 
미래”의 새로운 틀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목표는 우리가 공유된 자원과 기술을 
사용하는 동안, 독특한 경로를 그려 나가는 
것에 있어 서로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먼저 
어디로 갈 것인지는 회중마다 다를 것입니다. 

이런 계획은 도전적인 작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한계에 속한 것만 
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라는 데살로니가 전서 
5:24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함께 이 소망하는 
미래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의도하신 그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여정 2020입니다.

북미주 개혁교회의 사역 계획
소망하는 미래 1

교회와 커뮤니티
우리 회중들은 마치 시냇물과도 같이 여러 
커뮤니티 속으로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커뮤니티 행사와 모임의 장소에서 이웃들을 
만나고, 서로 경청하며,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섬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이자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 
일하실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 회중들은 
• 그들의 커뮤니티를 조사하고, 생명이 

넘치는 곳과 도움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이웃들로부터 배울 것입니다.

• 성령님께서 필요를 채우고 건강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 개인과 기관, 타 
교회와 비지니스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며 
어디에서 일하시는지 발견할 것입니다. 

• 지역을 변화시키는 사역에 
즐겁게 동참할 것입니다.

• 커뮤니티 참여와 파트너십을 통해, 
평신도 지도자와 목회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신앙의 기쁜 소식을 우리 
이웃들의 필요와 그 문화에 맞게 제공할 
수 있을지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 경청과 분별의 결과로 새 교회들과 
제자 공동체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crcna.org/OurJourney에서 교회와 
커뮤니티 동영상을 시청하시거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망하는 미래 2

제자도
우리 교회들은 주님의 은혜를 발산하는 활기찬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뿐 아니라 
교회 담장을 넘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며, 모든 세대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성장하도록 양육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 회중들은  
•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따뜻하게 영접하며 대접할 것입니다. 
• 연령의 차이와 인종, 성별과 능력의 차이를 

넘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 것입니다. 

• 우리 교인들과 사역을 풍성하게 
하는 자원과 실제적인 모델을 조사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들에 대한 
사랑의 결속력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을 교회 생활의 
중심에 두고 교회 사역에 대한 그들의 
기여를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 모든 세대가 민감하고 깨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crcna.org/OurJourney에서 제자도 
동영상을 시청하시거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망하는 미래 3

리더십
우리 교회들과 사역들은 다양하고 새로운 
리더들을 양성할 것입니다. 개교회, 노회, 교단 
차원의 모든 위치에 있는 평신도 지도자와 
목회자들의 은사와 기술, 강점을 발견해 나갈 
것이며, 교육과 임상 사역의 기회, 그리고 
성숙한 리더들의 지도를 통해 새로운 리더들이 
깊이 뿌리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 교회들과 사역들은 
• 성도들과 이웃들이 필요로 하는 숙련된 

리더의 유형을 분별할 것입니다. 
• 성령으로 충만하며 오래된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다루며, 갈등과 변화를 
기회로 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은사를 사용하도록 위임하는 남성과 
여성을 리더로 선택할 것입니다. 

• 모든 성별과 연령, 다양한 인종과 
능력을 가진 교인들의 은사와 기술을 
찾아내고, 그들이 교육과 사역 기회, 
경험 있는 리더들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은사를 발견하고 
강화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 세계 곳곳에서 현지의 필요를 가장 잘 알고, 
효과적이며 성령 충만하게 응답할 수 있는 
혁신적인 현지 지도자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육성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crcna.org/OurJourney에서 리더십 
동영상을 시청하시거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