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특징과 소명

우리의 특징:
하나님의 나라는 그 분의 영원한 소유이며 부분적으로 임했지만 오늘날 세상 속에서 완전히 임하지 않았
다. 하나님의 지시 아래 그 분의 명령에 따라, 그리고 그 분의 은혜로 주어진, 보편적인 교회는 하나님 나
라에 대한 관심과 확장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다. 모든 지역교회, 교파, 그리고 사역단체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이고 그 나라에 대한 사역에 부분적인 책임을 맡는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캐나다 복음주의 자
유교회(EFCC)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 속에서 독특한 소명을 이해하고 성취하기를 원한다. EFCC는 “하늘에
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분의 충만한 비전을 드러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새로운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소명을 실천하려고 한다. 우리는 현 시대의 지배적인 가치들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한 근본적인 명령들을 대신함으로써 이 일을 할 것이다.
우리의 소명:

본질적인 것들에서는, 연합을.
비본질적인 것들에서는, 관용을.
모든 일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EFCC의 소명과 정신은 위의 잘 알려 진 표어 속에 잘 요약되어 있다. 우리는 이 표어를 통해 우리의 소명
을 정의하고 21세기를 향한 우리의 염원을 표현한다.

본질적인 것들에서는, 연합을…
본질적인 진리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설명되었고 교회의 위대한 신조들을 통해 수세기
동안 표현되었으며, 우리의 ‘믿음의 진술’에서 정의된 기독교의 필수적인 진리들을 구현하고 전파하도록
부름 받았다. 우리는 “그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물었던 EFCC 조상들의 전통을 이어 간다. 이
러한 진리들은 우리로 하여금 “나는 진리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
스도께로 이끌어준다.

비본질적인 것들에서는, 관용을…
관용 정신: 우리는 믿음의 진술 이외에 문제들에 관해 동의하지 않는 다양한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자매들
(“단순하게 신자들”)을 포용하는 관대한 정신으로 부름 받았다. 우리의 정신은 믿음의 진술에 대한 헌신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의 명령을 따르려는 모든 신자들을 따
뜻하게 환영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정신 : 이러한 관용 정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진력하는 “보배로운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사역하도록 격려한다.

모든 일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명령과 대위임령 : 우리는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도록 부름 받았다. 그 분
의 은혜와 성령을 통해, 우리는 모든 사람, 특히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억압 받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는 그 분의 지상대명령을 이행하고자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그 분을 따르는 제자로 만듦으로서 그
분의 대위임령을 성취하고자 한다.
경건한 삶 : 예수의 가르침과 실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현재 사역,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경건한 모범에 의해, 우리의 감성과 지성, 실천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영감을 받은 가치체계와 거룩한
생활방식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는 정신이 성장되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