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리스천 교회 (제자회) 일리노이/위스컨신 지방회  

비젼 선언문 

목적 

크리스천 교회 (제자회) 도안은 제자회내에 각 지방회가 존재하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째는, 각 지역의 성도들과 지방회가 추구하는 미션, 증인되기, 

봉사등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의 영역을 확장시키는데 이바지 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각 지역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회중들 또는 전입되는 회중들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움들을 (목회자나 회중들에게 필요한 상담, 목회적 돌봄등) 

제공하여 구성원 모두가 제자회가 추구하는 세상을 향한 미션에 함께 동참하고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즉, 일리노이/위스컨신 지방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미션, 증인 되기, 

봉사등의 사역들에서, 인종간에 차별이 없고 구성원들이 화합하며 세상과도 원활하게 

소통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이 지방에 속한 제자회중들을 후원, 양육하는 것입니다.  

비젼 

성령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지금도 진행중인 그리스도의 사역과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유감없이 드러내는 활짝열린 제자회내의 지방회가 되는 것  

미션 

제자회중들의 결속과 능력을 강화 시킴으로서 이 세상의 삶들을 변화 시키는데 온전히 

이바지 하게 하는 것 

구호 

다함께 … 그리스도의 제자 만들기 

행동강령 

1. 영적훈련 생활 실천하기 

2. 신뢰가 있는 인간 관계 맺기 실천하기 

3. 언약에 근거한 인간 관계맺기 실천하기 

4. 반 인종차별, 인종화합증진, 다 문화를 수용하는 생활 실천하기 

5. 창의적 목회 실천하기 

6. 담대한 미션 실천하기 

 



역점 사역 (2017-2022) 

우리는: 

1. 뉴 데이 같은 지도자들을 위한 심도 깊은 영적 훈련 프로그램을 초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풍성한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강화시켜 나간다. 

2. 본 지방회 뿐만 아니라 전 제자회내 각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계획들의 

수립단계와 지도자들의 각 모임들이 성별, 인종, 나이, 크기, 능력, 성적인 

경향성, 수입등의 다름들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함으로서 하나님의 다양성이 

드러나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3. 어린이들, 청/장년들을 향한 목회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하여 캠프와 어린이 

목회를 통합하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평가 할수 있도록 자원/인력을 후원한다.  

4. 지방회 구성원들 간의 인종 차별의식 철폐, 구성원 상호간 화합 증진을 위한 

훈련의 중요성 강조, 소수자들에게 차별적인 지방회 조직과 문서들에 사용된 

차별적인 용어들을 제거함으로 체계적으로 행해져온 인종차별적인 부분들을 

없앤다. 

5. 스토리 텔링, 팟캐스트, 소셜 미디어등을 활용하여 소통을 보다 원활히 하고 

커뮤너티를 창출할수 있는 새로운 방안들을 알아보기위하여 개척교회 

사역부와 합력을 모색해 볼뿐만 아니라 보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제자회의 

존재를 드러낼수 있는 방안들을 알아본다. 

6.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선 모든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에 

부합되는 봉사, 배움, 경험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서, 다른 문화권에서 경험되는 

하나님과도 관계를 맺는 영적인 순례자의 길을 받아들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