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단계
가입
만약 쌍방이 계속해서 절차를 
밟아가기 원할 경우에는 정식으로 
가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 때에도 
역시 북미주 개혁교회 멘토의 
지도와 도움이 제공됩니다. 

추가 정보 
위의 각 세 단계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면 crcna.org/affiliatio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십시오. 
북미주 개혁교회 지역별 디렉터에게 
연락 하시거나 수잔 라클리어  
(slaclear@crcna.org)나 앨버트 
포스트마(apostma@crcna.org)
에게 이메일 주시면 해당 지역의 
지도자들과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1-877-279-9994 (미국)
1-800-730-3490 (캐나다)

crcna.org/affiliation

 “교단 가입을    
  환영합니다”

북미주 개혁교회에 

가입하려는 교회를 위한 

교단가입 안내

crcna.org

북미주 개혁교회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나아가 장차 교단 가입까지 

고려하는 이웃교단 교회와 지도자를 

돕기 위한 세 단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1단계  
알아가기 
이 단계에서 우리는 서로 알아가고 
각자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과정을 돕는 
다양한 방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단계

멘토링 및 오리엔테이션 
북미주 개혁교회와 개교회가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뒤,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 원할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때 멘토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교단가입에 요구되는 성경적 
관점, 책임, 교단의 정치 및 
기대사항 등을 설명합니다. 보통 
이러한 방문은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북미주 개혁교회는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깊이있는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교회는 종종 다른 교단에 속한 

교회나 사역과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만남은 종종 더 가깝고 

보다 공식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열망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북미주 개혁교회(CRCNA)는 

아래와 같은 이웃교단 교회들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으며 삶과 믿음에 대한 

무오한 원칙이라고 확신하는 

교회

•  개혁주의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더 배우고 

자라기 원하는 교회   

•  전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눔으로써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려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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