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우리는 어떻게 나날이
성장해야 하는가
번영
공동체에 살며,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관계에 충실하며,
사역에 충실하고, 고난과
승리에서 은총을 찾으며
그리스도와 닮아가시는 분들

보살핌

팀

보살핌이란 서로 사랑하라는 우리 성서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가장 적은 곳에서
공동체에 들어가 제자가 되거나, 공동체를
만들어 제자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할
일입니다. 보살핌은 단지 프로그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들어주고, 격려할 때
이루어집니다. 보살핌은 지속적입니다.
보살핌은 저희가 누구이며, 저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최고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팀이란 서로에게 헌신하며, 목적과
사역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팀의 초점은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가장 적은 공동체를
만들거나 키우는 데 있습니다.
부흥하는 팀은 신앙을 통해 하나 되고,
다양성을 통해 강화됩니다. 소통과
존중이 건전한 팀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살피며, 상호 멘토링
관계로 서로를 발전시킵니다.

사람들

친밀함
세대와 문화,
조직을 넘어
환영받고 협조할
수 있는 조직.

목회
목회란 하나님 왕국의
영광을 추구하는 안에서
공동체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도, 전략,
그리고 실천을 통해, 목회는
SIM의 대의에 부합하는
결과를 추구합니다. 목회는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가장
적은 곳에서 제자를 키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목회 팀은 단결적 리더십,
명확한 계획 그리고 구체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생활상
SIM 생태계는 사람들이 번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생태계의
사람들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기초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들은
굳건한 믿음, 순결, 겸손, 그리고 관대한
은혜를 보여줌으로써
목적을
일치시킵니다.

미래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상황을 대표하는
발상, 그리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조직.

SIM 생태계에 참여해 날마다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발전

성과

발전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에 도달하도록 육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SIM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어린 양들과의 관계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기를 희망합니다. 이 성장은 우리의
사랑, 다양성의 포용, 목회적 역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전은 구성원과
팀의 복지, 탄력성, 그리고 후생을
강화합니다. 발전은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초점은 사람입니다.

성과란 삶과 공동체에서 보이는
구체적이고 영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그것들은 SIM과 그 파트너들이
사역한 열매입니다. 개인, 팀,
공동체의 변화는 행동, 지식, 태도
그리고 믿음에서 나타납니다. 조직의
변화는 역량, 구성원의 발전과
보살핌, 신실함, 효율성과 효과에서
드러납니다. 성과는 SIM의 목적이
달성되었음을 뜻합니다.

www.sim.org/growaswego

조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