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러한 교회와 공동체가 되기 바랍니다.
• 준비 :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기도와 영적
훈련을 준비하는 교회와 공동체

• 듣기 : 함께 사역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 모든 세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와 공동체

• 성장 : 이웃과 새신자의 문화를
존중하고 관계를 맺어가며 우리
신앙을 나누고, 정의와 화해,
환대를 추구하면서 다양성과
하나됨 안에 자라가도록 부르심
받은 교회와 공동체

지도자들과 회중들의 이 여정을 돕기 위해서 북미주
개혁교회의 사역부들은 이 네가지 각 목표 영역에 필요한
자원과 훈련, 도움을 드리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 여정의 성공 여부는 여정의 진행에 대한 교회의 보고
뿐 아니라 교회의 사역자원 사용과, 이 과정 속에서 교회의
참여 및 배움의 사례 등 보고를 참조하여 평가할 것입니다.

연례 교단 설문조사 또한 각 교회와 교인들이 이러한
영역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과 자료는 crcna.org/
OurJourney 에서 제공합니다.

• 나눔 : 지역사회와 세계의
사역 상황에 어떻게
참여할 지 발견하며,
우리의 이웃과 복음을
나누고 선교적으로
살아가며 새로운 교회를
세우도록 부르심 받은
교회와 공동체

위 네가지 목표를 향한 여정을 위해 교단 전체의 리더십
계발 및 재교육에 헌신함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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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고 새로운 여정이 있습니다. 새로운

우리의 여정 2020 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북미주 개혁교회가 바로 그런 여정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지평선, 새로운 기회, 새로운 도전의 길,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여정 2025 라고 부릅니다.

“우리” 라고 하는 이유는 미국과 캐나다에 걸친 교회들이
모여 북미주 개혁교회라는 교단으로서 우리가 함께 걷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정”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교단과 교단의 리더들이 세운 구체적인 목표를 이루려

노력하는 한편, 전세계 수많은 삶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 함께 사명을 공유하며
전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5”는 이 여정이 2025년에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곳에서 함께 살고 자라가는 여정의
한 단계임을 상기시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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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동안 개인과 교회, 그리고 사역은 지속적인 설교와
제자도, 리더십, 협동, 개혁주의 전통의 정체성, 공동체 참여
등 각 영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5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과 나눈 성공적인 이야기와 노력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시냇물처럼 각각의

공동체로 흘러가기 시작하여 이웃들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지역 교회에 열매를 맺기 위하여 훈련되고 멘토링을

우리에게 이루도록 부르셨다고 믿는 다음의 네가지 새롭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것 만이 전부는 아니지만,
앞으로 5년간 교단 전체가 이 목표를 강조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적절하고
건강하게 전진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crcna.org/OurJourney
를 참조하십시오.

받았습니다. 또한 모든 연령대의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자라났고, 더 많이 그리스도를 닮아 갔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도 북미주 개혁 교회에 속한 교회, 목사,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2025년까지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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