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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북미 기독교 개혁교단에 속한 교회 앞에 인사 올립니다.  

 

그동안도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2015 년 교단 총회에서는 “교단 이사회에 지시하여 노회와 교회들이 담요 훈련 

(Blanket Exercise)을 실행하도록 권고하게” 결정 하였습니다. 이 훈련은 2016 년 

총회전에 실시될 것이며 디스커버리 선언 준비 위원회 보고서의 내용이기도합니다. 

(이사회 부록 1,1 참조).”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화해의 기회를 향한 

중요한 교육 사역에 참여하시도록 이 편지를 통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처음에 카이로스 (KAIROS- 캐나다 CRC 교단의 에큐메니컬 사역 동역단체) 에 의해 

계발 되었던 이 담요 훈련은 캐나다 원주민의 관점, 즉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고 

또한 비밀로 유지 되었던 관점으로 역사를 이해하게 도와주는 훈련입니다. 담요 

훈련에 참가한 분들은 현재 원주민들의 실상이 어떻게 과거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이 훈련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고, 질문을 유발시키며 화해를 위한 대화의 장을 세워갑니다.  

 

카이로스(KAIROS)와 메노파 교단(Mennonite) 중앙 위원회와 함께 사역함으로 미국내 

사역을 위한 담요 훈련의 내용을 CRC 가 계발할 수 있게 된 것은 축복된 일이라고 

믿습니다. 2016 년 총회를 위한 디스커버리 선언 준비 위원회의  보고서를 생각할 

때에 이러한 귀한 사역의 도구가 CRC 교단 성도들에게도 유익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디스커버리 선언 준비 위원회 팀은 지금까지 성실히 준비하고 있으며 그 연구 

결과가 미칠 영향에 대해도 연구하고 있으며 2015 년 가을에 연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준비 위워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알기 원하시면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요.  

http://www.crcna.org/ministries/initiatives/doctrine-discovery-task-force 
 

연구위원회가 조만간 보고서를 제출할 것인데 2015 년 총회에서는 총회에 참석한 

총대들이 담요 훈련를 받고 나면 연구위원회의 보고서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미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위해 노회와 교회의 

참가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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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받은 이 편지는 총회의 결정을 더 많이 알려 공론화 하는데 도움이 되는 

첫번째 단계이며 이 담요 훈련을 더 많이 확대 보급 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 양국의  

협력을 위한 첫번째 단계입니다. 북미지역에서 우리와 같이 사는 이 땅의 

원주민들과의 화해를 향한 귀한 소명에 목회자로 또한 리더로 동참하여 한 일원이 

되시기를 초대합니다.      

 

담요 훈련에 대해 더 정보를 원하시면: 

http://www2.crcna.org/pages/publicdialogue_blankets.cfm 
 

미국 담요 훈련의 기회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비비아나 코르네호 

(Viviana Cornejo)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vcornejo@crcna.org, 616-224-0809  

 

캐나다 담요 훈련의 기회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쉐넌 페레스 (Shannon Perez)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sperez@crcna.org, 204-254-3699 

 

담요 훈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가오는 가을 시즌동안 준비가 될 것입니다. 

질문이나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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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 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 

고린도후서 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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