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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비전 팀 - 중간 보고서 

2020 비전 팀은 224차 총회(2020)의 승인을 위해 제출할 것을 고려하여 본 지침서 초안을 교회에 제출하여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 할 것을 223차 총회(2018)에 권고합니다. 모든 의견은 2019년 6월 1일까지 총회 사무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지침서 초안 Draft Guiding Statement 

  

우리의 개혁 문화 유산은 언어의 힘을 이해하기에 진실을 말하고 삶을 선언하는 지침서를 겸손히 제공한다. 

2020 년 비전 팀은 222 차 총회에서 위촉되었으며, 교단이 미래로 나아갈 때 교단에 대한 지침서 작성을 

위임 받았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충실한 소망에서 우리는 교단 전체와 현장을 넘어서서 희망과 좌절, 기대와 

불안을 들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기가 어려울 때 조차도 하나님은 이 시대와 장소에서 말씀하시고 계속하여 말씀을 

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미국장로교회를 다음과 같이 부르셨다: 

 

Prayerful 기도로 

•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자들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세상과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나누어짐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서를 확신 받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다. 

• 우리는 성경을 적극적으로 듣고 현 세상에서 삶의 기쁨과 도전에 전적으로 참여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시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한다. 

•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은혜로 함께 묶이고 세례의 물로 깨끗하게 되며 주님의 식탁에서 영양을 공급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 받는다. 

Courageous 용기 있게 

• 개혁되고 항상 개혁되며, 우리는 아직 가보지 못한 곳으로 새롭고 상상력이 풍부한 방법으로 성령님을 

따른다. 

•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개인과 공동체에 치유를 가져 오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해의 희망을 키운다. 

• 우리는 모든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하고, 취약 계층, 소외 계층, 학대 

받는 사람들을 우선 순위로 삼는다. 

United 연합되어 

• 보편적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 분열을 강요하는 세력에 대항하여 우리의 큰 차이를 뛰어 넘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사랑을 증거하도록 

그리스도는 강요하신다. 

• 우리는 모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다른 종교, 세계관 및 전통의 자유를 존중함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개방적이고 신뢰하는 정신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한다. 

Serving 섬기며 

•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분의 추종자 들로서 우리는 우리 이웃의 목소리를 듣고 봉사하며 실제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고, 모든 창조물에 긍휼과 관대함을 

보여준다. 



• 우리는 그리스도의 변화 적인 사랑을 나누며 익숙한 사람들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간다. 

Alive 살아간다 

• 우리는 부활의 백성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에워 쌌지만 우리가 무덤에서 일어나신 분을 따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인류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충만함을 반영하는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 아름답게 다양하고 더 이상 나이, 인종, 민족, 사회 경제적 지위, 성의 정체성, 성행위, 육체적 

정신적 능력, 지역, 또는 신학적 신념의 경계선이 없다. 

• 부활에 대한 확실하고도 분명한 희망 속에서 우리는 교회와 그 회원들이 복음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스도의 모델을 따르도록 부름 받았다는 것을 간증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미국장로교회를 다음과 같이 부르셨다: 기도로 Prayerful 용기 있게 Courageous 연합되어 United 

섬기며 Serving 살아간다 Alive!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초안 안내서는 성경말씀, 우리 교단의 기초 문서, 전회 총회 보고서, 전국 공청회, 비전 2020 팀 위원들의 유기적 

아이디어 및 무엇보다 중요한 성령으로 작성되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통해 기도에 열중하고 감동을 받았다. 비전 

2020 팀은 인도하심을 위한 기도, 개방성을 위한 기도, 겸손을 위한 기도를 제공 받았다.  

히스 라다 Heath Rada 221 차 총회장 (2014)은 222 차 총회(2016)에서 "우리가 식탁에 모일 때"를 편집하여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팀에게 우리가 누구인지와 총회장 재임 기간 동안 교단 목소리에서 들었던 꿈, 도전 및 희망에 대한 

개요를 제공했다. 

"우리가 식탁에 모일 때"에 비추어 볼 때, Vision 2020 팀은 교회 내 여러 곳에서 듣고, 소리와 반성을 계속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20 비전팀은 교단 (교회, 노회, 대회, 기관 등)의 목소리를 듣는 것 

외에도 교회에 인접한 목소리(선교 동역자, 다른 교단 등)와 외부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교회와 우리 주위(다른 신앙, 

비 신자 등)의 세계가 미국장로교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더 넓은 그림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록 B 에는 2020 비전 팀 구성원이 진행한 청취 세션 목록이 나와 있으며 부록 C 에는 표준 질문 목록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공청을 통해 몇 가지 주제가 나왔다: 

• 미국장로교회에 대한 계속 된 헌신과 감사는 사려 깊고 규율 있는 성경 참여에 중점을 둔다. 

• 인종 차별, 빈곤, 소득 불평등, 기후 변화, 가정 폭력 및 인권과 같은 문제를 다루는 긴급한 필요성; 

• 새로운 방식의 교회에 대한 흥분이 커지고 있다. 

• 관료제보다는 공동체에 기반을 둔 연결주의에 대한 갈망; 

• 세계 교회와의 유대를 유지, 심화 및 확대하려는 욕망; 

• 종교 문화의 변화와 교회 출석과 참여의 감소가 미국장로교회의 미래를 의미할 것이라는 두려움. 

• 적응적 변화에 대한 체계적 및 구조적 장벽에 대한 좌절감으로 우리는 앞으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 회중, 중간공의회 및 총회 차원에서 재정에 대한 염려; 

• 우리는 이 순간을 명명하여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생각 등이다. 

2020 비전 팀은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 및 편집하는 동안 이전 교회의 활동과 비전을 인정했다. 2020 비전 팀은 

규례서 F-1.0304 에서 "교회의 6 대 목적"을 연구했습니다. 그 팀은 학개, 잠언 19 장 21 절, 하박국 1-2 장 3 절, 막 8: 

27-29 절 등 여러 성경 구절을 연구하고 반영했다. 

지침서 초안은 "교회의 6 큰 목적"과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산물이다. 2020 비전 팀은 미국장로교회가 전환점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 초안을 당회, 노회, 대회에 제공한다. 미국장로교 기관 및 교회의 다른 기구들을 평가하는 

틀로서 우리는 무엇을 축하 할 수 있는가? 어떤 분야에서 추가 작업이 필요한가? 어떤 노력을 포기해야 하는가? 

지침서 초안은 교회 내외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지침서 초안을 새롭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성령 

충만한 방식으로 모든 단계에서 미국장로교회를 전진시키기 위한 도전 과제로 생각한다. 

이 지침서 초안은 살아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2020 년 비전 팀은 향후 2 년 동안 이 토대 위에 계속해서 구축 할 

것이다. 팀은 피드백 초청을 포함하여 지침서 초안에 대한 연구, 기도 및 분별에 중점을 둘 것이다. 피드백은 전자 

설문 조사, 이메일을 통한 열린 커뮤니케이션 및 2020 비전 팀원이 이끄는 구조화 된 청취 세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된다. 청중 세션을 듣는 포커스 그룹 중 일부는 Triennium, Big Tent 2019 와 같은 대규모 이벤트와 요청시 더 

작은 이벤트에서 실시한다. 

2020 년 비전 팀은 기관, 당회, 교회 및 기타 교회 기관이 본 성명서와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개발할 

것이다. 선교 사역의 활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와 새로운 지침서가 어떻게 통합되어 새로운 사역에 

영감을 불어 넣어 기존 사업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자료가 제공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보충 자료들이 교단이 

충만함으로 선교 사역과 새로운 목회에 관한 지침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심화 

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지침서는 기도로, 용기 있게, 연합되어, 섬기며 살아가는 신앙인을 내면화 

하는 개인으로서 우리를 초대한다! 

2020 비전 팀의 나머지 작업은 새로운 비전이 교단 내외의 모든 사람들이 액세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Way Forward Commission 및/또는 All-Agency Review Committee 에 브랜딩 컨설턴트와의 

작업을 포함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구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컨설턴트와 시간을 할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현행 초안 지침, 개발 될 보충 자료 및 224 차 총회(2020)를 위해 작성 될 지침서가 다음을 통해 지체의 

충만함에 접근 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인다. 가능한 한 많은 우리의 예배 언어로 번역한다. 

224 차 총회(2020)까지 2020 비전 팀은 222 차 총회 (2016)가 제시한 미국장로교 지침서를 작성하고 그 시행 

계획을 완성할 것이다. 

이론적 해석 Rationale 

제안 된 지침서 초안은 222 차 총회(2016)에서 작성된 위임 사항 (부록 A 참조)에 직접 응답한다. 

Appendix A 

Recommendation Creating the 2020 Vision Team 

Minutes, 2016, Part I, pp. 40–41, 257ff 

The Assembly Committee on the Way Forward recommends that the 222nd General Assembly (2016) direct the Co-Moderators, in 

consultation with the General Assembly Nominating Committee (GANC) and the General Assembly Committee on Representation 

(GACOR), to name a “2020 Vision Team” of fifteen people to develop a guiding statement for the denomination and make a plan for its 

implementation with all deliberate speed. The process of developing such a guiding statement will help us to name and claim our 

denominational identity as we seek to follow the Spirit into the future. 

1. The committee shall be made up of the following: 

a. At least six teaching elders and at least six ruling elders. 

b. The following demographic traits should be considered when naming members of the committee: gender identity; 

geographic location; inclusion of people under the age of forty (with special attention paid to young adult advisory delegates (YAADs) 

serving on the Assembly Committee on “The Way Forward” of the 222nd General Assembly (2016)); racial ethnic minorities; those 

engaged in both parish and validated ministries; theological diversity (people representative of all the “clusters” identified in “When We 

Gather at the Table”). 

c. The following skill sets should be considered when naming members of the committee: strategic planning, visioning, 

experience on administrative commissions. 

d. The Co-Moderators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shall serve as additional, ex officio, members of this committee. 

2. The committee shall build upon the work begun in “When We Gather at the Table” as well as Moderator Heath Rada’s report 

made to the 222nd General Assembly (2016). 

3. The committee should conduct targeted listening exercises with various constituencies throughout the PC(USA) in an effort to 

discern where the Spirit is leading the church in the future. These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congregations, presbyteries, synods, 

and seminaries. Such conversations should center on the calling of the church (Book of Order, F-1.03) as well as the vision these 

constituencies have of how God is calling them to respond to “what breaks God’s heart” in their communities. 

4. The committee should also look outside the walls of the church to seek best practices and resources for being relevant to the 

changing landscapes of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mmunities. 

5. The committee will develop recommendations that shall be the only business for the Assembly Committee on The Way Forward 

to review at the 223rd General Assembly (2018). The only exception would be overtures that respond directly to any reports from the 2020 

Vision Team. The intention is that there will be a new vision for the denomination by the 224th General Assembly (2020). 

6. The assembly shall allocate sufficient resources for this committee to effectively accomplish its work. 

Appendix B 

Listening Sessions Conducted by the 2020 Vision Team Members 



Appendix C 

Questions 

We developed three sets of questions to target different groups of people from whom we wanted to hear. The first survey was shared 

with members of the PC(USA). The second survey was shared with groups of individuals that are connected with Church but may not be 

members of the denomination. This group includes our ecumenical partners, campus ministries, etc. Our third survey focused on 

connecting with those outside of the Church such as nonprofit organizations, social justice groups, the nones and dones, and those with no 

affiliation to any church. 

Survey 1: 

1. What do you think breaks God’s heart in your local community? 

2. What do you think God might be calling us as Christians to do about this, and to do in general? 

3. What do you feel lifts up God's heart in your local community? 

4. How could our denomination do things even more effectively than we have been doing? 

5. How is the PC(USA) engaging you, and also not engaging you? 

6. What else would you like to share with us? 

Survey 2: 

1. How are you connected with the PC(USA), if at all? 

2. What do you think breaks God’s heart in your local community? 

3. What do you think God might be calling us as Christians to do about this, and to do in general? 

#  Listening Group Date Point Person(s) 

4--60 Presbytery of Inland Northwest Feb-17 Justin/Sabrina 

1 Executive Presbyter (Presbytery of Inland Northwest)  Feb-17 Justin/Sabrina 

30 Presbytery of Maumee Valley Mar-17 Becca 

  In Christ Supporting Ministry, Charlotte, NC Mar-17 De`Ann 

20 Presbytery of Southern New England May-17 Josh N 

14 Presbytery of New York City-General Cabinet  May-17 Josh N 

5 Congregation: First PC Stamford (Stamford, CT) May-17 Josh N 

5 Informal, young alumni of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Alumni week)  May-17 Sabrina  

50 Detroit Presbytery Jun-17 Becca 

  Twin Cities Presbytery June-July 2017 Becca, Salvador, Jerrod  

  Informal,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Germany)  June-July 2017 Sabrina  

13 Foothills Presbytery GA Reform Group Jul-17 Debbie 

60 Big Tent (2 Formal Sessions) Jul-17 Vision 2020 

20 Big Tent Table Talks Jul-17 Vision 2020 

6 Big Tent Informal Sessions Jul-17 Josh A 

180 Greater Atlanta Presbytery Aug-17 Chris and Debbie 

40 Presbytery of Geneva - Small Church Gathering (informal listening)  Sep-17 Sabrina 

  Presbytery of Utah Sep-17 Jerrod 

200 Lake Michigan Presbytery Sep-17 Becca 

6 Racial Ethnic & New Immigrant Seminaries Session Nov-17 Josh N 

5 PCUSA Chaplains  Nov-17 Josh A 

10 Wooster Ukirk Dec-17 Becca 

  Association of Presbyterian Christian Educators Jan-18 Debbie and Salvador 

120 Foothills Presbytery Feb-18 Debbie 

  Synod of the South Atlantic Mar-18 Debbie 

15 Congregation: Martin Luther King, Jr. PC (Springfield, MA)   Josh N 

  Synod of Mid-America   Salvador 



4. What do you feel lifts up God's heart in your area? 

5. What, if anything, do you see as PC(USA)’s unique calling? 

6. What else would you like to share with us? 

Survey 3: 

1. How do you find meaning and purpose in your life? 

2. What do you think of when you hear the words “Christian churches” and “Presbyterian”? 

3. What lifts your heart in your local community? 

4. What breaks your heart in your local community? 

5. What might people do about this? 

6. How might a religious community be involved in this? 

7. What else would you like to share wit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