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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CRC 사역분담금과 교회 헌금, 
여러분과 같은 개인분들의 헌금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정의 사역부는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구조 속에서 
정의를 물처럼 흐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에 반응하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불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소외된 
사람들의 견해를 중요시하고, 교인들을 교육하며, 
인식을 개선하고, 리소스를 공유하며, 신속하게 
옹호합니다.

귀 교회에서 정의를 해 나가기 원하시거나, 더 
깊이 참여하기 원하신다면, 사회정의 사역부가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참여 방법
워크샵 
교회, 소그룹, 학교에서 정의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워크샵 주제들을 
crcna.org/SocialJustice/workshops에서 확인해 
보세요. 

지지 Advocate
저희는 리더들을 세울 때, 공동체 내 취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합니다. 기존에 선출된 리더들과 
여러분들의 소통이 용이하도록, 정의 관련 주요 
이슈들과 관련하여 행동을 촉구하는 알림을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crcna.org/
SocialJustice/advocate를 통해 지지해 주십시오.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 @crcjustice
트위터: @crcjustice
인스타그램: @crcjustice
뉴스레터 정기 구독: bit.ly/OSJ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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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888-272-7729

  이메일 
osjha@crcna.org

  웹사이트
crcna.org/SocialJustice

자료 소개
빈곤, 기아, 억압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합니다. 저희 웹사이트 crcna.org/ 
SocialJustice에서 총회에서 위임한 주요 정의 이슈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이민
• 난민
• 창조세계 돌봄 및 기후 정의
• 인간 생명의 존엄성
• 회복적 정의
• 종교 박해
• 빈곤 및 기아
• 중동 평화

예배 자료 
예배는 정의롭게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응의 끝이 아니라, 그 과정 중 한 부분입니다. 
저희 웹사이트에서 기도, 묵상, 특별주일예배 
자료를 찾아 보세요. crcna.org/SocialJustice/
resources

Do Justice Podcast 팟캐스트
Do Justice교회 안팎에서 정의를 추구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대화의 장입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들을 찾고, 정의 사역에 
참여하기 위한 더 나은 방법들을 공유하며, 우리의 
동기를 기억하고 신앙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dojustice.crcna.org/podcast

Do Justice 블로그 
다양한 관점에서 개혁주의 시각으로 펼치는 정의에 
대한 대화를 읽어 보세요. 
crcna.org/do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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