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장로교회 제 223차 총회(2018)  

총회장 후보자를 위한 질문 

 
 

 

각 응답에 대해 500단어 이상을 사용하지 말고 질문 1에서 

3번까지(필수) 그리고 2개의 추가 질문에 답하십시오. 

1. 제 223차 총회(2018)의 주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근거한 "21세기를 위한 친족 

세우기" 로서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노력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족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세워 나갑니까? 

2. 상설 규칙은 "총회 기간 동안 총회장 (또는 공동총회장)은 평화의 줄로 성령의 

하나됨의 대사로 봉사하고 교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킨다"(총회 매뉴얼, 상설 규칙 H.1.a. (5))고 기록합니다. 

교회에 대한 그 역할의 중요성과 총회장 또는 공동 총회장으로서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3. 이번 총회는 분열적인 폭력과 불의를 겪은 세인트 루이스에서 개최하고 동시에 

교회의 단합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표식이 되는 기회를 목격하게 

됩니다. 223차 총회(2018)는 어떻게 도시와 교회 전체에 희망의 표시가 될 수 

있습니까? 

4. 교회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5. 우리는 폭력적이고 전쟁으로 파괴 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장로교회와 

회중들은 평화 사역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6. 다른 종교 및 신앙 전통을 가진 자들과 함께하는 장로교인으로서의 우리의 상호 

작용에서 우리는 정중한 대화의 관계와 확실한 증인을 구합니다. 장로교인들은 

대화와 증언으로 증오 발언과 폭력 행위를 표적으로 삼는 다른 종교 전통의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7.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한 충실한 지도력 개발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당신은 어떤 권고를 하겠습니까? 

8. 미래의 교회 –신흥 교회를 묘사하십시오. 오늘의 교회와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같습니까? 

9. 장로교인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당신의 엘리베이터(짧은) 연설은 무엇입니까? 



 
 
 
 
 
 
 
 
 
 
 

 
CHANTAL ATNIP 

믿음 — 세상에  부름  받다   

제가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부르심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지, 개인으로서, 

회중으로서, 교단으로서 들어야 합니다. 

소 망 — 하나님은  여기에 ! 

 

 

 

 

 

 

 

 

 
 

KEN HOCKENBERRY 

하나님은 우리 시대의 항상 존재하는 소망이며 모든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그 희망 속에 살고 그 기쁨을 느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의 가장 큰 희망은 우리가 

다문화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세상에서 크리스천이 되는 

법을 배우고, 우리의 연합된 사역과 사명을 경축하면서 

장로교인이 의미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 —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리스도의 첫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며, 매일 그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정신과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2016년 4월 대회 집회에서 예배중인 저는 교회와 교단,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소망과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경험은 묘사하기 어렵지만, 그것은 저의 몸과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다시 표현 할 수 있는 것은 저에게 미국장로교회 총회장 선거에 나감으로써 교회에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명령을 "들음" 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이래로 하나님께서 저를 

쇠사슬에서 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향해 부름 받은 

믿음, 소망, 사랑 

 
 
 
 

 

 

 
Join us at the Meet 

the Moderators 
 

Saturday Morning 

June 16th 

8:00am—9:3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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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총회장 /부총회장으로   

출마하는가 ?  — b y C h a n ta l 

저는 우리 교단과 나눌 의무가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소명은 분명합니다. 

223차 총회의 총회장 

출마입니다. Ken 

Hockenberry를 만나 그의 사상, 

영감, 풍부한 경험 및 사역의 

은사의 유익을 얻은 것은 저의 

축복이자 위대한 재산입니다. 

켄에게, 현재의 일과 부름은 

부총회장의 역할에 가장 

적합합니다. 부총회장은 

우리가 처음 만난 때부터 

그가 받아 들인 역할입니다. 

우리는 총회장/부총회장 

지도력 모델의 오랜 확립되고 

성공적인 개념에서 많은 것을 

존중합니다. 따라서 사려 깊고 

고의적인 목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 각각의 역할로서 후보자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너지와 함께 

일하면서 개개인의 의무를 

완수하고 미국장로교회에 

봉사하기 위해 주님이 인도하는 

헌신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M e e t C h a n ta l 

Atn i p 
 

  저는 프랑스의 물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미 공군에서 복무했습니다. 저는 

14세기 (Wikipedia에서 확인하십시오!)의 

현저하고, 강한 여자 성자인 Frances de 

Chantal, 즉 Moulins의 수호 성인을 따라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1년 후 저희는 플로리다 

주 베로 비치Vero Beach에 다시 정착했습니다. 

저는 성장하며 12세 때 장로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플로리다 주립 

대학에서 수학 및 수학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을 졸업 한 후, 저는 Robert G. Atnip과 

결혼하여 그는 버밍엄(Birmingham, AL)에 

이주하여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장로교 독립장로교회에 합류했으며 

성가대에서 멋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IT 분야에서 일하면서 임상 실험실과 약국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의대 졸업 후 로버트의 외과 레지던트를 

위해 Boston, MA로 옮겼습니다. IBM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우리는 

초기에 하버드 기념교회에 출석했고, 

나중에는 올드사우스(UCC) 교회에 

합류했습니다. 우리의 첫 딸이 태어 났고 

저는 IBM에서 "은퇴" 했습니다. 그런 다음 

컴퓨터 컨설팅 및 의료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시작한 동료와 합류하여 직원이 최대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수술 훈련을 받고 

Robert는 Penn State Hershey Medical 

Center에서 혈관 외과의사로 일하면서 

회사의 마케팅 및 기술 부서를 Hershey, 

PA의 "지점"으로 옮겼습니다. 두 번째 딸이 

태어난 후에 저는 회사에서 "은퇴"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저는 가정과 

가족을 보살피고 해리스버그에 

있는 파인 스트리트 

미국장로교회인 우리 교회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컨설팅, 지역 학교에서의 교습 

및 미적분을 통한 모든 레슨의 

수학 과외를 했습니다. 

파인스트리트 (Pine Street)에서 

저는 18년 동안 이사 (Board of 

Truses)로 제직했고, 20년 

가까이 교회의 재정 

담당자였습니다. 저는 중학생 

주일 학교를 가르치고, 수년 동안 엄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난 2명의 음악 

디렉터를 찾는 청빙위원회에서 

봉사했으며, 주요한 자본 재정을 관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저는 성가대에서 계속 

노래하며, 어린이 음악을 돕고, 핸드벨 

성가대에서 연주하고, 현재 당회 서기와 

청지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저는 미국장로교 트리니티 

대회 재정 담당입니다. 이 직책에는 대회 

지역 (펜실베이니아, 대부분의 웨스트 

버지니아 및 오하이오 일부)의 재정 

감독이 포함됩니다. 저는 각 16개 노회의 

목회와 사명을 담당하는 성도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연금국, 장로교 재단, 그리고 

중간 공의회 재정 네트워크와 같은 더 

넓은 교회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었습니다. 그것은 축복과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요리, 브리지와 컴퓨터 게임, 독서, 

여행을 좋아하고, 42년 동안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한편, 우리의 큰 딸 린지 

(Lindsay)는 시카고 대학교에서 사회사상 

(Social Thought)으로 박사 학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딸 

엘리자베스(Elizabeth)는 아이다호 주 

보이즈에 있는 가족 의학 의사로서 레지던스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Chantal Atnip 약력 - 개요 

Robert G. Atnip, 혈관 외과의사와 42년 결혼 

두 딸의 어머니 - Lindsay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공부함)와 Elizabeth (아이다호 주 보이즈에 

있는 Family Medicine Residency를 마침) 

12년 동안 트리니티 대회의 재정담당 

30년 동안 Pine Street Presbyterian 교회 재정담당,  

20년 이상 사역장로 / 당회 서기, 성가대, 핸드벨 

합창단, 주일학교 중학생 교사, 유치원생/초등부 

어린이를 위한 음악 지도자, 엄마 그룹의 facilitator, 

수프 주방에서 봉사, 성인 학습 (GED) 

프로그램에서 강의 

프랑스에서 태어나 플로리다 주 베로 비치에서 성장 

플로리다 주립 대학에서 수학 및 수학 교육 학위 취득 

근무 경력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컴퓨터 분석가, IBM 

시스템 엔지니어 및 매니저, 컴퓨터 

소프트웨어/컨설팅 회사 파트너, 컨설턴트, 수학 

대체 교사 및 개인교사 

모든 종류의 게임, 독서, 요리, 여행을 좋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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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 정서기 등의 봉사활동 초기 몇 년 

동안, 저는 총회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많은 컨퍼런스 및 미팅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전에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은 

저의 이름 명찰을 보고 저의 특별한 

성과 이름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들은 

"호켄베리? 메리 호켄베리를 압니다. 

관련이 있습니까?" 저는 미소 지으며 

자랑스럽게 응답합니다, "아, 그래요? 

저의 어머니 되십니다." 수년 동안 

어머니는, 그녀의 교회, 노회, 대회를 

섬김과 함께 총회에서 작은 교회 

컨퍼런스를 계획하는 봉사를 했습니다. 

80세의 나이에, 그녀는 현재 교회의 

당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장로교회를 통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봉사는 우리 가족의 멀티 세대 

사역입니다. 저는 이 길을 어린 아이로 

보았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신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둘째 딸과 사역장로로 섬기는 

큰 딸로 3세대가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고, 세례 받고, 견진 

되었습니다 – 그리고 몇 년 후, 뉴저지 

와튼의 연합장로교회의 목사로 안수 

받았습니다. 친교실 식탁위의 나무 

칸막이로 나누어진 주일 학교, 

나중에는 작은 교회 예배실 앞과 뒤의 

장의자에서 다음에 이어지는 예배와 

함께 청소년들도 따라오던 – 이것은 

저에게 기독교 장로교 형성을 가져다 

준 곳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비어있는 

동안 우리는 심지어 교회 사택에서 

살았습니다. 토요일에 어머니는 저녁 

식사 후 예배 주보 (목사관에 있는 교회 

사무실에 있는 옛 프린트 기계를 

사용)를 인쇄한 후,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저는 주일 주보를 접었습니다. 

우리의 설교목사님이 서부 펜실바니아 

주에 있는 Grove City 대학교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입학하고, 음악 

교육을 전공하며, 성악을 공부하여 

졸업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뉴 

그레이스(New Grace)" 라고 하는 합창단의 

일환으로 여러 대학에서 찬양과 예배를 

통해 저의 대학시절에 이 소명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하여 공부하는 주디 

하텅(Judy Hartung)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졸업하고 나중에 결혼했으며 루이빌 

신학교 졸업생이며 가정 상담치료사로 

일하는 캐스린(Kathryn), 현재 루이빌 

신학교의 MDiv 학생인 제니퍼 (Jennifer), 

루이빌 (Louisville) 대학교를 졸업하고 

유기농 농부인 앤두류(Andrew) 이렇게 

성장한 세 자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뉴욕 시러큐스에있는 Onondaga Hill 

장로교회의 목사로 10년간 섬기었습니다. 

주디가 장로교 총회 본부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루이빌의 장로교 Homes 에서 일 

할때 저는 Louisville에 있는 Beulah 

장로교회에서 아내 Judy와 함께 10년의 

공동목사 및 12년의 담임목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리노이주의 

Skokie에 있는 Carter-Westminster 

연합장로교회의 임시 목사로서 일리노이 주 

알링턴 하이츠 제일장로교회 부목사로 

재직하는 주디를 따라 갔습니다. 

루이빌에서의 수년 동안 저는 Mid-

Kentucky 노회의 정서기로 19년 동안 봉사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루이빌 신학교 현장 

교육 임시담당 뿐만 아니라 설교 및 예배 리더십 

분야에서 루이빌 신학교의 강사로 재직했습니다. 

Beulah 교회에서의 수년간 우리는 정기적으로 

현장 학습을 통해 수업 학생들과 함께 

공부했으며, 현장 교육 사무실을 이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제가 재미있어 하는 것은 우리 집의 작은 개 

루크와 걷고, Star Trek과 Star Wars, 및 

공상과학을 읽고 관람하는 것, 목공예를 하고 

집(그리고 교회) 주변에서 프로젝트를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청년이 되어 여러 

시간 거리에 살기에 우리가 가족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장 즐깁니다. 

 

 

Kenneth J. Hockenberry ("Ken") 약력 - 개요 

일리노이의 알링턴 하이츠 장로교회 부목사인 주디 

호켄 베리 목사와 결혼 한 지 33 년. 

3 명의 성인 자녀의 아버지 - 캐서린 (가정상담 치료사, 

Louisville, KY); 제니퍼 (M.Div. 루이빌 신학교의 

학생); Andrew (유기농, Louisville, KY) 

교육: MDiv -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음악교육 학사 (성악 전공) - Grove City College, 

Grove City, PA.  

설교 감독 자격증 - 루이빌 신학교 

임시목사, 카터-웨스트민스터 연합장로교회, Skokie, 

IL, 2016년 2월 ~ 현재 

목사, Beulah 장로교회, Louisville, KY 및 Onondaga 

Hill 장로 교회, 시라큐스, 뉴욕  

정서기: 미드-켄터키 노회 

임시 현장 교육 담당, 루이빌 신학교, Louisville, KY 

 

기타 교회 봉사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의회원 및 코디네이터, 미국장로교 총회 

뉴저지 주 덴빌 출생 - 모 교회 - 와튼 연합장로교회, 

와튼, 뉴저지. 

가족, 목공 및 애견 루크(Shih Tzu/Havanese믹스)와 

걷기, 독서, 그리고 스타트렉과 스타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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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규칙은 "총회 기간 동안에 총회장 [또는 공동총회장]은 평화의 줄로 

성령의 하나됨의 대사로 봉사하고 교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킨다." (총회지침서, 상설규칙 H.1.a. (5). 

교회에 대한 그 역할의 중요성과 총회장 또는 공동 총회장으로서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생각하라. 
 

러닝 메이트를 찾다가 총회장과 

부총회장 역할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총회장의 "역할"에 

대한 이 설명이 제공되었을 때, 저의 

초기 반응은 "정말 대단한 일" 

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즐거운 일입니다. 

 

저는 플로리다 주 베로 비치 (Vero 

Beach)에 있는 제일장로교회에서 

자라면서 익힌 이야기를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버밍엄(AL)의 

독립장로교회, 파인스트리트 

장로교회, 해리스버그, PA에서 

장로교인으로서의 신앙 여정을 

계속하며 트리니티 대회 (펜실베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및 동부 오하이오)의 

직원 봉사를 했습니다. 제가 참석한 

4번의 총회에서 경험한 이야기와 

223차 총회의 새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 교단 

총회장으로서의 앞으로 2 년 동안 

배우고 국내와 해외에서 공유할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평화의 줄로 성령의 하나됨의 대사로 

봉사한다는 것은 장로교인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훌륭한 

표현입니다. 저는 223차 총회 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우리가 공동으로 승인한 

가치와 정책을 표현하기 위한 교단의 얼굴인 

총회장의 역할을 단호히 포용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그리고 세계와 공유할 사회 증인으로서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존중하는 것은 영예와 특권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매일 매일 실천해야 합니다. 저는 

총회장으로서의 저의 시간이 우리의 전체교회에 

대한 기쁨, 염려, 그리고 가능성을 다시 불러 

일으키고, 우리 교단으로서 미래의 일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총회는 분열적인 폭력과 불의를 겪은 세인트 루이스에서 개최되고 동시에 

교회의 단합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표식이 되는 기회를 

목격하게 됩니다. 223차 총회(2018)는 어떻게 도시와 교회 전체에 희망의 

표시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서기인 허버트 넬슨 목사를 

통하여 빅텐트의 일환으로 작년에 시작 

된 223차 총회와 연결되는 손과 발 

이니셔티브의 기회를 모두 보았습니다. 

  

이 질문에 관하여 세인트 루이스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면서, 2014년 

(퍼거슨)과 2017년 (세인트 루이스) 의 

최근 긴장감과 관련된 사회적 불안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24/7 Wall St.은 

St. Louis를 미국 내에서 2번째로 

폭력적인 도시로 지정하며 우리는 2년 

후 224차 총회로 4위인 볼티모어를 

방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도시와 교회 

전체와 그 이상에 대한 희망의 표시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요한의 권고를 

상기하여 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요일 3:17) 

  

우리는 실질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현대적인 채무자의 감옥 형태로 묘사된 

법원/요금 체계의 불법 행위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중요한 것은 

드러남 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TV, 온라인, 또는 "나쁜" 뉴스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사역과 

사역에 관한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환멸을 느끼는 세상에 

알리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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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종교 및 신앙 전통을 가진 장로교인으로서의 우리의 상호 작용에서, 

우리는 정중한 대화의 관계와 확실한 증인을 구합니다. 장로교인들은 대화와 

증언으로 증오 발언과 폭력 행위를 표적으로 삼는 다른 종교 전통의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1997년 209차 총회 승인을 얻은 이전 

세계선교 부처는 도움이 되는 문서를 

만들어 우리 교회에 "존경하는 현존: 

종교 간 기도와 축하에 대한 개혁교회의 

이해"를 발간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장로교인으로서 우리는 깊은 

존경심을 표현하고 유지하도록 권장 

받습니다. 

다른 전통에 대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는 동시에 다른 

신앙전통의 개인들과 함께 예배, 선교, 

봉사 및 연구에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장로교 

인으로서 "드러남"을 부름 받습니다. 문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표현할 때,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다른 종교 전통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하면서 그 사람들과 그들의 

신앙에 깊은 경의를 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존중의 임재는 또한 우리에게 다른 

신앙 전통의 사람들과 연대하여, 특히 

"세팅"이 폭력이나 증오심의 표현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공평하게 되는 상황에 있을 때 깊이 

현존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정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때마다 기독교 복음에 

대한 우리의 충성심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 

전통에 관계없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의 

전통, 믿음의 사촌들인 유대인, 그리고 

이슬람교도 이웃들 – 이 모든 것과 다른 신앙 

전통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요구합니다. 모든 사람의 

공통된 이웃인 우리의 모든 친족, 모든 

가족인 "하나님의 친족"에는 미움의 언어와 

폭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로교인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당신의 엘리베이터(짧은) 연설은 무엇입니까? 
 

"Elevator pitch는 제품, 서비스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속어입니다. 이름은 

일반적으로 20-60 초가 걸리는 

엘리베이터 타기의 짧은 기간에 연설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개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피치 - 

Investopedia 

섄탈 - 장로교인이 되는 것은 저에게 

연결성을 말합니다. 12세 때 견진 수업을 

받았을 때, 저는 목사님과 사역장로의 

대표적인 본성, 평등 (또는 동등성),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사역에 

활동적이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교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12세 때, 저는 미국 

정부 형태가 장로교회 정부 형태를 

모방하였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23차 총회의 

총대로서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 시대와 

함께 집합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 

적극적으로 움직이실 것을 믿습니다. 

장로교인과 연계성의 다른 측면은 

실현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또는 심지어 회중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큽니다. 우리는 더 넓은 

세상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이며 장로교인으로서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켄 - 장로교인인 것의 의미. 

장로교인이라는 것은 제가 은혜와 

감사함에 충만하여 힘을 얻은 교회 

공동체의 일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총의 은사에 충만하여 예배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역과 선교 사업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장로교인은 또한 장로들이 통치하고 

가르치도록 부름 받은 교회 공동체의 

일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장로들의 통치"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가면서 교회와 세상에서의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백성들에게 특정한 

종류의 선교 사업을 부탁하십니다. 집사, 

사역장로, 교역장로 또는 목사직의 직제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높은 수준의 공유된 지도력으로 

운영되고, 위에서 아래로 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구축되고 부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https://www.investopedia.com/terms/e/elevatorpitch.asp
https://www.investopedia.com/terms/e/elevatorpitch.asp


 

제 223차 총회(2018)의 주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근거한 "21세기를 위한 친족 
세우기" 로서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노력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족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세워 나갑니까? 

지난 2년 동안 저는 223차 총회의 사역장로 

총회장으로서 부름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매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부름" 전에 기독교인, 장로교인, 신앙 

가족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하루도 나아갈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저는 

아직도 답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모두 듣고 부름을 받았음을 압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 개인으로서, 회중으로서, 

노회/대회와 함께, 그리고 교단으로서 -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Kindom"을 구축하는 방법을 

설명한다면, 저는 두 가지를 제안 할 

것입니다: 

1 - 하나님이 이미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있다고 

단호하게 믿습니다! 성령께서 계신 곳에 

대한 어느 목회자의 묘사가 마음에 듭니다. 

우리 손끝 너머에 계시지만 항상 거기에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언제나 접촉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전화를 들고 오랫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누군가에게 전화를 

합니다. 수프 주방에서 봉사하고,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꽃을 배달하고, 심지어 1년 

전에 이사한 가족에게 자신을 "새로운" 

이웃으로 소개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에큐메니칼 커뮤니티 서비스에 

참석하거나, 무작위로 총격을 가해 살해 

된 사람을 위한 길거리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 심지어 투표에 가담하는 

것과 같은 더 큰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잰과 드니스(현 공동총회장)가 말했듯이, 

"그것은 매우 쉽습니다 ... 또한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2- 매일 매일 큰 계명을 기억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29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 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 각자가 매일 우리 이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만들면 우리 세상은 다른 곳이 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웃은 명사 또는 

동사 일 수 있습니다. 

명사 1. 연사나 사람 옆집에 살고있는 사람. 

"우리 정원은 이웃들의 부러움이었다" 

동사 1. (장소 또는 물건) 옆에 또는 

가까이에 (다른 장소에) 있어야 한다. "광장 

이웃 마을의 구 시가지" 

TV, 라디오, 컴퓨터, 라이브 스트리밍, 휴대 

전화, 소셜 미디어와 같은 기술로 

일상적으로 공격받는 우리의 세상에서 

저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마음과 영혼과 정신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 그리고 매일 

매일 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작은 방법을 

찾는다면 그곳이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2년 동안 여러분을 알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미래를 향해 부름 받은 

믿음, 소망, 사랑 



 

 
Ruling Elder James 

Speedy Stated Clerk, 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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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J. Herbert Nelson, Stated 

Clerk Presbyterian Church 

(U.S.A.) 

I 00 Witherspoon Street 

Louisville, KY 40202 

 

Dear Rev. Nelson, 

Presbytery of Carlisle 
3040 Market St., 

Suite 1 Camp 

Hill, PA 17011 
Phone 717-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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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717-730-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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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5일 정기 모임에서 Carlisle 노회는 Chantal Atnip 장로님을 223차 총회장 

후보로 승인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회의에서 노회는 챈탈(Chantal)의 "부르심"에 

대한 강조와 이 전환기 미국장로교 전반의 문제에 대한 그녀의 이해를 심사했습니다. 

노회는 또한 그녀의 신앙과 우리 정치의 친숙함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토론 후에, 

노회는 그녀를 지지하기 위해 열렬히 그리고 만장일치로 표결했습니다! 

챈탈의 메시지는 교회의 활기찬 미래를 위한 기쁨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그녀의 부름을 나누는 것 중 

하나이며, 이 시간과 장소에서 모든 회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열려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Chantal은 PA의 Harrisburg에 있는 Pine Street 장로교회의 교인이며 당회에서 충실히 

봉사했으며 현재 Pine Street의 당회 서기입니다. 그녀는 노회 모임에 정규적으로 

그리고 충실한 참석자입니다. 그녀는 또한 트리니티 대회의 회계로도 봉사합니다. 

우리는 그녀의 신앙 여행의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는 Chantal을 지원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평화! 

 

mailto:sclerk@carlislepby.org


 

 

 

ELIANA MAXIM & BERTRAM JOHNSON 
 

우리는 15년 넘게 친구였습니다. 그것은 안수 

받은 햇수보다 더 오래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두려움, 의구심 및 경이로움을 

가진 목사로서 서로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성장함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감한 장소에 서서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여 사회적, 인종적 불의를 지움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의무, 기쁨, 꿈으로 둘러싸인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우리 스스로 공동 총회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이디어가 처음 제시되었을 때 우리는 모두 

"감사하지만 아닙니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도와 신실한 동료들과 

사랑하는 이들과의 상담, 그리고 하나님과의 

씨름 후 우리는 겸손하게 223차 총회의 공동 

총회장으로 서기 위해 스스로 복종합니다. 

  

 

 

 

전통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교단은 개혁의 

계절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친숙한 종교적 

표현에서 멀어 짐에 따라 이웃 사람들이 

우리가 바라는 이웃들로부터 더 멀어지면서 

우리는 미국장로교회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찾고 

창의적이고 예언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모습을 

찾으며 공의와 친절과 겸손에 충실하게 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재구성하고 때로는 

고심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듣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정신으로 우리는 은사와 경험,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것이 

성장할 것을 바라는 열망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충실하며 

문화적으로 변화를 주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모든 방법과 

교단의 대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에너지, 지혜, 인내와 소망으로 부르심에 

충실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합니다.



 

 

Eliana 
Maxim 

 

엘리아나 맥심 (Eliana Maxim)은 지난 7년 

동안 노회의 부총무로 봉사해 온 시애틀 

노회의 목사입니다. Eliana는 콜롬비아 

Barranquilla에서 태어났으며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부모와 함께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Eliana는 Loyola Marymount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 예술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곧 CNN의 뉴스 프로듀서로 

일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시애틀로 

이사 할 때까지 그녀는 12년 동안 이 분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드디어 

그녀의 마음에 오랫동안 무시 된 소명에 

주의를 기울였고 이는 머서 아일랜드 

장로교회의 직원으로서 1996-2010 년에 

어린이 가정 사역의 책임자로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녀는 

버지니아 주 리치몬드에 있는 유니온 

신학대학원에서 수업을 시작한 후 시애틀 

대학의 신학대학원으로 옮겨 석사학위를 

수료했습니다. 엘리아나는 2011년에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 안수 받았습니다. 

그녀는 로마 가톨릭으로 성장하였지만 

Eliana는 PCUSA에서 그녀의 터를 발견하고 

Belhar Confession 220차 총회위원회, 221차 

총회 선교국 및 사무국 검토위원회, 그리고 더 

최근에는 222차 총회의 앞으로 나아갈 길 

전권위원회를 섬기었습니다. 

Eliana는 오레곤 주 Menucha의 Transitional 

Ministry Workshop의 강사이며 PCUSA의 

National Hispanic / Latino Caucus의 부회장 

입니다. 그녀는 또한 Washington State Faith 

Action Network의 Interfaith Leadership  

 

 
 
 
 
 
 
 
 
 
 
 
 
 
 
 
 
 
 
 
 
 

Council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여유시간에는 Eliana는 좋은 책, 요리,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즐깁니다. 

Eliana와 35년 남편인 Alex는 두 명의 성인 

딸인 Sacha와 Gabi (모두 시애틀 거주)와 

Lola라는 개구장이 복서 애완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Bertram 
Johnson 

 
 

 

 

 

버트람 존슨은 뉴욕시 노회의 회원이며 

뉴욕시의 리버 사이드 교회에서 정의 목사 

(Minister of Justice, Advocacy and 

Change)로 봉사합니다. 원래 그는 

플로리다의 율리(Yulee)에 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침례교회 (Baptist family)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과 교회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민, 정의에 

관한 신념을 형성하는 근본입니다. 플로리다 

대학(BA '92)의 학생이었던 시절 Young 

Life의 청소년 사역에 자원하여 그는 곧 

미국장로교회로 인도되어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그는 새 교회 

가족의 격려와 확언을 통해 성령께서 그를 

사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그는 워싱턴 DC로 

이사했으며 지역 사회 센터에서 

Sojourners와 함께 인턴으로 1년 동안 

청소년과 가족목회를 섬겼습니다. 다음 

4년은 뉴저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MDiv'96)과 Rutgers 대학교(MSW '97)를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 그는 시애틀로 

이사했으며 장로교 대학선교부 직원으로 

3년간 일했습니다. 

 

그는 부름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고 Mt. 

Baker Park 장로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지만, LGBTQ 안수에 관한 교단의 

정치가 더욱 엄격해 졌을 때 Bertram은 안수 

과정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중 

목회 외에도 그는 병원 채플린으로 일했으며 

HIV/AIDS 환자들에게 영적이며 실용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Fred Hutchinson 

Cancer Research Center를 통해 전국적으로 

불균형한 지역 사회에서 HIV 예방연구 

교육을 장려했습니다. 

  

그는 또한 노스웨스트 전역의 지역 

극장에서 수 년간 전문적으로 

일하였습니다. Bertram은 Madrona Grace 

장로교회의 예배 책임자로서 2014년 

1월에 목사로 안수 받았습니다. 현재 

뉴욕에서 부름을 받기 전에 그는 시애틀 

노회의 Catalyzing Missional Communities 

위원회와 총회 공천위원회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는 NEXT 교회 리더십 

팀의 일원이며 The Sarasota Statement에 

기고 한 바 있습니다. 그는 여행, 새로운 

음식 탐구 및 공연 예술을 즐깁니다. 

Learn More 
Maxim Johnson website: 

www.maximjohnsonom 

 
Maxim Johnson Facebook: 

www.facebook.com/elianabertram  

  

 

http://www.maximjohnsonom/
http://www.facebook.com/elianabert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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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23차 총회 (2018)의 주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근거한 "21세기를 위한 

친족 세우기" 로서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노력함" 

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족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세워 

나갑니까? 

하나님의 친족의 언어는 무헤리스타mujerista 신학자인 Ada Maria Isasi-Diaz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공통된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계시로 교회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왕국"보다 더 넓고 동정심이 많습니다. 억압과 

제국에 대한 고유하고 역사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사람이 권세를 

가진 평신도의 친목 네트워크로 인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 

들여지고, 가장 큰 축복을 함께 나누기를 환영합니다. 

Kin-dom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길만의 특별한 삶을 나타내라고 요구합니다. Kin-dom은 환대, 무조건적인 

사랑, 사심없는 서비스에 프리미엄을 부여합니다. 이 신학은 식탁이 얼마나 혼잡하든 

언제나 여분의 공간이 있으며 세계의 혼란과 폭력에 직면할 때가 언제든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항상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마틴 루터 킹 (Martin King Luther Jr.) 목사는 정의와 평등한 기회와 모든 것에 대한 

사랑에 동참하는 사회인 사랑하는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킹 

센터에서 묘사된 바와 같이 "인간의 품위에 대한 국제적 표준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므로 사랑하는 공동체에서는 빈곤, 굶주림 및 노숙자가 용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종주의와 모든 형태의 차별, 편협함, 편견은 자매와 형제애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정신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은 친족의 본질이며, 이를 구현하는 책임은 나사렛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서 고백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 특히 소외 당하거나 억압 받거나 침묵한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는 

환영과 옹호를 펼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이 부름에 동참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것이 

봉사하는 사람들의 복지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자신의 생존보다는 모든 인간의 정당하고 

거룩한 가치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되면 친족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그것이 억압적인 관습과 구조를 유지하는 데 열중하고 

있는지, 우리의 문화에서 그와 똑같은 깨어지기 쉬운 곳을 말하기 위해 교회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난민을 환영하고 교회 건물을 진정한 성지로 바꾸려는 노력을 통해 교회가 이 

충만함을 누리고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어린이들이 학용품이나 일대일 개인 교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갖출 수 있도록 교회가 지역 학교와 협력할 때 친족을 이루어감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장로교인들과 다른 종교인들과 함께 흑인 삶의 지지Black Lives Matter를 위해 

행군하며 흑인 생활의 상실을 "정상적인" 또는 다른 통계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교회는 사 면의 벽이 주는 안전성을 거부하고 친족을 들어 올릴 때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이웃을 사랑하는 편안함과 불편함을 동시에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변혁적인 사랑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합니다. 친족 공동체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모든 것으로 변화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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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설 규칙은 "총회 기간 동안 총회장 (또는 공동 총회장) 은 평화의 줄로 

성령의 하나됨의 대사로 봉사하고 교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킨다" (총회 매뉴얼, 상설 규칙 H.1.a. (5)) 고 기록합니다. 

교회에 대한 그 역할의 중요성과 총회장 또는 공동 총회장으로서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 총회장의 역할은 교단의 지역적 맥락에서 더 넓은 교회가 존재하고 지역교회가 

전국 교단에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전국의 지역 교회를 함께 방문하고 예배 드리는 기회는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앙 생활을 하는지 듣는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는 그 연결주의에서 영감과 용기를 

얻습니다. 

문화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우리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총회장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고무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가 많은 

차이점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 교회라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빌립보인 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를 바라보고, (공동) 총회장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의 

중심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미국장로교회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풍부한 유산을 바탕으로 그 일을 

계속하여 쌓고자 하는 충실한 사람들로 가득 찬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우리가 인간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때때로 우리의 단절된 상황에서 우리는 단결의 

중심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공동) 총회장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줄로 가리킬 수 있으며 우리를 하나의 몸으로 불러 

모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장로교 신앙 표현을 방문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공동) 

총회장은 충실하고도 불충실한 교회 진리에 관해 우리가 누구인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사람들의 부르심을 지지합니다. 

(공동) 총회장은 또한 다양한 에큐메니칼 및 종교 간 공동체에 PCUSA를 대표하고 

역사의 무결성을 유지하며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자매와 

형제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교회에 봉사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3. 이번 총회는 분열적인 폭력과 불의를 겪은 세인트 루이스에서 개최하고 

동시에 교회의 단합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표식이 되는 기회를 

목격하게 됩니다. 223차 총회(2018)는 어떻게 도시와 교회 전체에 희망의 표시가 

될 수 있습니까? 

PCUSA가 세인트 루이스와 그 이웃 공동체 사람들과 희망을 공유하려는 경우, 회의 

참석자로만 출연할 수 없고 GA 관련 장소에서 경제적 지원을 제공 할 수 없습니다. 

평화를 추구하고 도시와 단합하기 위해 우리는 이 지역에서 가장 소외되고, 간과되고, 

착취 당하고, 침묵을 당하는 사람 들과의 참여를 숙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경험에서 배우고, 그들의 투쟁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 지에 

합류 할 수 있는 방법을 분별할 수 있는 공평한 동반자 관계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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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장로교인들이 세인트 루이스에 나타나서 우리 개인 생활과 교단이 마이클 

브라운과 퍼거슨의 사람들에게 부인 된 정의에 의해 촉발 되고 정의를 위한 운동에 의해 

재구성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길 희망합니다. 인종차별적인 억압과 경제적 불의로 심한 

상처를 입은 한 도시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우리는 이 악에 대한 우리의 편협함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빈자와 억압받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이미 일하고 말하는 세인트 루이스를 듣고 

따라갈 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응답이나 해결책을 주기 위하여 총회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존엄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동반하고 배우고 

확대하기 위해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선포 함이란 우리가 누리는 편안한 특권에서 나와 인간의 

약점에 서 있는 일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사업에 대한 담론과 바라보는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써 우리가 

총회에서 친족 행동을 모범으로 삼을 것을 기도합니다. 구경꾼들은 우리에 대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장로교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을 보아라." 

4. 우리는 폭력적이고 전쟁으로 파괴 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장로교회와 

회중들은 평화 사역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폭력은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문화이며 너무 자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불타 오르는 불꽃입니다. 폭력은 우리가 두려움, 통제력 부족 

또는 가정 된 권력의 상실로 위협받을 때 쉽게 대답하거나 자동 응답합니다. 시민 사회나 

여성의 권리, 공정한 임금 추구, 정치적 자유 또는 우리 몸이나 집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권리 등 우리 사회의 정의와 평등을 위한 모든 움직임은 어떤 형태의 폭력에 

대응합니다.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존경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교단은 폭력이 

증오와 통제의 수단으로 정상화되는 곳에서 기꺼이 서서 평화를 향한 우리의 헌신을 

심화 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신앙, 지성, 우리의 행동을 인도하는 상상력으로 

우리의 행동을 안내합니다. 

빈곤은 치명적인 형태의 사회적 폭력이며, 우리나라와 전세계의 여러 세대의 가정에 

경제적 노예 관계를 유지합니다.  

PCUSA는 영향력을 활용하고 금융 권력을 관리하는 파트너 교단, 기타 신앙 전통 및 

활동 단체와 제휴하여 기업의 정상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이익이 되는 

공정한 경제 및 환경 정책을 제정하도록 합니다. 

미국의 군국주의와 제국의 계속되는 죄는 전세계 수백만에게 공포를 가져 왔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노회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빈곤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교단은 치안에 관한 미국의 정책을 개혁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습니다. 불균형한 경찰의 존재와 투옥 뿐만 아니라 복구 사법 부처에 의해 가장 깊은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의 지역 사회 치안 모델은 가족과 공동체의 존엄성을 보존하는 

리더십을 실천하기 위한 길입니다. 

우리 이웃이나 경찰의 손에 의한 총기 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남성과 소년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 영적 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 

내야합니다. 

교사들을 무장시키는 대신에, 우리는 남성의 우울함, 폭행, 백인 우월주의 및 기타 

우세의 행동으로 우리의 남성이 정서적 상처에 반응하게 만드는 정서적 위험에 

유의해야 합니다. 교회가 충실하게 이 전염병에 대처할 때까지 우리는 폭력, 충격, 슬픔 

및 절망의 충격적인 주기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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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래의 교회 –신흥 교회를 묘사하십시오. 오늘의 교회와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같습니까? 
 

내일의 교회는 회원 및 교단의 혈통보다는 성육신 신앙, 지역 사회 참여 및 진정한 

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주변 공동체의 삶에 개입하고 교단과의 

파트너쉽이 교단 경로를 통한 대규모의 프로그램 적인 약속이 아니라 지역 교회 일치, 

종교 간 및 세속적인 연결로 결정되는 교구 모델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를 목격하고 노회의 새로운 예배 공동체와 협력하는 유리한 지점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 교회에 열망함을 듣습니다. 
  

직장에서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의 신앙은 나의 재정적인 선택과 

계획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의 신앙은 내 이웃에서 빈곤과 인종 문제에 어떻게 관여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 줍니까? 충실한 사람들은 공부하고, 예배하고, 

신앙을 토론하기를 열망하고 있지만, 제자도가 현실적이고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또한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의 세계가 점점 더 작아지고 넓고 즉각적인 의사 소통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우리의 연결주의와 상호 연관성은 더욱 분명하고 즉각적이라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교회는 신앙과 실천의 비슷한 표현에 전념하는 전 세계의 선교사들과 

직접적으로 교제 할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내부 이동에 대한 대화와 지역 교회가 

소외 계층과 함께 걷는 장소로 들어서는 방법은 해당 지역의 노숙자 가정을 담당하는 

지역을 PCUSA 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교회에 희망적이고 흥미로운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가져 오는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교인 자격이나 소속 욕구가 결여되어 있는 것은 또한 지역 교회에 대한 헌금과 

십일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분명히 지역 교회에서 중앙 

공의회를 통한 우리 교단의 모든 지체와 사명 그리고 PCUSA의 교회적 팔을 지지하는 

우리의 상회비 기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절대로 변치 않는 것에 기쁨과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서 모시고 그의 영원히 인도하심과 인류가 

하나님과 신성한 것을 추구하고 그들의 삶과 그들 주위의 세계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타고난 욕망을 말합니다. 

 

이러한 불변의 진리는 우리가 변화하는 세상에서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추진할 것입니다.



 

 

April 2, 2018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Attention: Rev. Dr. J. Herbert Nelson, 

II 100 Witherspoon St. 

Louisville, KY 40202 
 

Re: Letter of Endorsement for Rev. Eliana Maxim 

 

시애틀 노회는 2018년 1월 16일에 열렸던 정기 모임에서 엘리아나 맥심(Eliana Maxim) 목사를 총회 총대로 

선출했으며, 223차 총회 총회장 후보로 전적으로 찬성하고 만장일치로 지지했습니다.  

엘리아나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 현재 미국장로교회 시애틀 노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7년 

동안 노회의 부총무로 봉사했습니다. 

 

노회 총무인 Scott Lumsden 목사는 Eliana를 시애틀 노회와 더 큰 교회 모두에서 필수적인 지도자로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돌봄을 신뢰할 수 있는 동료로서의 신실함과 전략적 사상가 및 변화 요원의 예지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엘리아나는 회중과 노회 간의 좋은 관계를 개선하고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녀는 회중의 선교 및 비전 (COM), 새로운 예배 공동체, 목회 후보자 (CPM) 및 선교 파트너십 (콜롬비아)과 

같은 모든 주요 노회 커미션 및 위원회에 핵심 리더십을 제공합니다. 

 

엘리아나의 헌신과 열정은 더 큰 교회를 위한 광범위한 일에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녀는 워싱턴 주 신앙 

행동 네트워크와 Interfaith Leadership Council의 일원이며, 미국장로교 (National Hispanic / Latino 

Caucus) 부회장이며 NEXT 교회의 전략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오레곤 주의 메누차 

(Menucha)에 있는 과도기적 사역 워크숍 (Transitional Ministry Workshop)의 강사이기도 합니다. Eliana는 

또한 Belhar Confession에 관한 220차 총회 위원회, 221차 총회 선교국 및 사무국 검토위원회, 그리고 더 

최근에 222차 총회 앞으로 나아갈 길 전권위원회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장로교회에 충실하게 

봉사했습니다.   

은혜와 평화, 

Rev. Dean Strong, Stated Clerk 

Seattle Presbytery, Presbyterian Church (USA) 

Seattle Presbytery 
1013 8th Avenue, Seattle, WA 98104 

206.762.1991 / www.seattlepresbytery.org 

http://www.seattlepresbytery.org/


 

Vilmarie Cintrón-Olivieri 
& Cindy Kohlmann 

Standing together as Co-Moderators for the 223rd General Assembly 
 

 
 

We feel called to this ministry to 

stand as co-moderators together to 

embody a spirit of love, justice, 

reconciliation, and hope, proclaiming 

what God is already doing in and 

through our congregations, and as 

witnesses of God’s grace in our lives 

and ministries. 
 

Nos sentimos llamadas a este ministerio a postularnos como co-

moderadoras para encarnar un espíritu de amor, justicia, reconciliación y 

esperanza, proclamando lo que Dios ya está haciendo en nuestras 

congregaciones y a través de ellas, como testigos de la gracia de Dios en 

nuestras vidas y ministerios. 

 

우리는 사랑, 정의, 화해와 소망의 정신을 구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미 역사하고 계신 것을 

선포하며 우리의 삶과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이 되도록 이 사역에 헌신을 선언합니다. 

 
Nós nos sentimos chamadas para este ministério juntas para encarnar um 

espírito de amor, justiça, reconciliação e esperança, proclamando o que 

Deus já está fazendo dentro e através de nossas congregações, e como 

testemunhas da graça de Deus em nossas vidas e ministérios. 

www.VilmarieCindy.com 

http://www.vilmariecindy.com/


 

About Vilmarie 
  저의 부름에 대한 감각은 제가 성장하였던 회중의 가슴에서 

처음으로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갖고 있는 깊은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모든 성도들의 

제사장직을 이해하도록 저를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사역에 대한 본 이해 속에 저는 장로로 봉사하고 

처음으로 가르치는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신디와 함께 공동 총회장으로 서는 부름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깊은 사랑과 교회 전체에 봉사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유래합니다. 

여러 다른 역량으로 봉사한 것은 미국장로교회의 사역에 대한 

광범위한 시각을 제공했으며, 또한 국내외 미국 전역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여러 상황과 환경에서 교회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학교 

공동체에서의 작업을 통해 저는 평생 학습자가 되었고, 멘토링하고, 건강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교회와 교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식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신디와 함께 있으면 기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사랑과 교회의 사명을 알 수 있고 그녀에겐 

전염성이 있습니다. 다리놓는 사람인 신디는 그녀가 봉사하는 노회에서 행한 사역에서 입증 된 

새로운 의사 소통 채널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은혜와 기쁨인 신디의 목회적인 마음은 다방면에 걸친 

접근에서 그녀의 사역을 인도합니다. 저는 이 여정에서 파트너가 되는 축복과 내 인생에서의 그녀의 

존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언어를 가진 두 사람, 한 명은 목사,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사역장로, 장로교 정치의 

동등성과 교회의 다양성에 대한 아름다운 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은사를 총회 앞에 두고 우리의 안수 서약의 말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을 에너지와 지성과 상상력과 

사랑으로 섬기도록 노력하십시오."(W-4.4003h) 
 

Biography Bullet Points 

◆ 푸에르토 리코의 산 후안 (Sant Juan)에서 태어났으며, 카구아스(Caguas)와 산 후안 (PR), 마이애미 (FL)에서 거주 

◆ 1994년 청년 사역장로로 안수 받음 

◆ 중등교육 (ESL) 학사 - 푸에르토 리코 대학교 및 교육 

석사 과정 - Turabo University, 청소년 및 성인 

교육에 중점을 둠 

◆ 2017년 열대 플로리다 노회의 노회장으로 

봉사했으며, 신학교육 위원회와 히스패닉 

라틴계 코커스의 남 대서양 대회에서 봉사했다. 

◆ 연금국을 통한 CREDO 강사진 

◆ Presbyterian Women & Mujeres Hispanas Latinas 

Presbiterianas 그룹, 워크샵 및 성경공부 주도 

◆ 청소년 자문단 205차 총회 총대, 212차 GA 총대, 

217~222차 총회 통역사 (스페인어/영어)   

◆ José Manuel Capella-Pratts 목사와 결혼함.   Vilmarie and José Manuel with part of her family 



 

  About Cindy  
저의 부르심에 대한 감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로서 살기를 

바라는 저의 욕망에서 직접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는 결코 제가 꿈을 꾸지 

못했던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목사가 되라는 부름에 응답한 순간부터 

저는 제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을 믿으며 성령님의 운동에 

개방적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Vilmarie와 함께 223차 총회의 공동 총회장 후보로 서 있는 이 특별한 

부름은 제가 작은 교회 목사와 두 개의 작은 노회의 지도자로서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을 사랑하는 교단에게 제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2-3년 동안 

98% 백인 회중에서 50% 서 아프리카 사람들로 변화한 회중을 목격한 

저에게는 어렵고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저는 

걱정과 애도의 조직 안에서 손실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현재의 현실에 

그 가증성을 보고 보다 적절하게 부합하도록 직원 배치와 구조를 전환한 

두 개의 노회를 섬기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도에 

"예스"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때로는 필요한 "아니오"를 부드럽게 

붙잡습니다. 

Vilmarie와의 이 여정에서 파트너 관계를 맺은 것은 영광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깊은 믿음, 교회에 대한 그녀의 열정, 그녀의 신속한 마음, 그리고 

관대한 정신은 매일 저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미국장로교에 대한 

우리의 희망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저는 그녀가 보는 가능성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이러한 가능성이 우리의 범위 내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녀가 

테이블에 가져다 주는 은사는 수없이 많으며 사랑과 은혜로 모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하는 동안 받은 모든 은사를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에 

사용하기를 희망합니다. 

 

 
Lizzy, Cindy, Eric, and Cahaley 

 

 

 

 

 

 
 
Biography Bullet Points 

◆  그리스 아테네에서 태어났으며, 

군인가족으로서 미시간, 캘리포니아, 

나폴리 (이탈리아), 워싱턴 주, 텍사스, 

오하이오, 매사추세츠에서 거주하였다. 

◆  Whitworth College에서 연극 및 

종교학 전공 및 연설 커뮤니케이션 

학과 졸업 

◆ 오스틴 장로교 신학대학원 졸업, 

1999년 목사 안수  

◆ 샌디에고 코로나도 (CA), 한국, 

브레머튼 (WA), 레이크 허스트 (NJ), 뉴 

포트 (RI) 및 잉글사이드 (TX)에서 봉사, 

채플린 후보자 프로그램으로 해군에서 

4년 예비역. 

◆ Carlisle (OH)의 단독 목사로서 6년; 

클린턴 (MA)에서 단독 목사로 8.5년; 

2010년부터 북 뉴 잉글랜드 노회 및 

2015년부터 보스턴 노회와 자원 봉사 

총무 

◆ 시애틀 노회에서 노스웨스트 대회에 

이르기까지 YAD를 포함한 4 개의 

노회와 2 개의 대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 

◆ Eric Markman 목사와 결혼. 두 딸, 

Lizzy & Cahaley 



Questions for the Candidates 
 

 

 

제 223차 총회(2018)의 주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근거한 "21세기를 위한 친족 세우기" 로서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노력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족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세워 나갑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부르심은 산상수훈에서 매일 필요한 것들을 염려하고 

노력하는 것에 관한 그의 말 끝에 나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족이 개인적으로나 

기업적으로도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희소성이 풍부해지고 안전이 불안정을 극복하며 주 

변화는 완전한 공동체로 대체되고 일상적인 요구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친족을 위해 노력하라는 부름은 우리로 하여금 특권과 권력의 위치를 조사하게 하고, 

우리의 필요와 요구가 상호 교환 가능하고 평등하다는 것을 믿도록 인도하는 수줍어하는 속삭임에 직면하게 

합니다. 권력과 특권을 가진 사람들의 걱정은 긴급하고 궁극적인 중요성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삶과 죽음의 

문제 수준으로 거의 올라가지 않습니다. 미국장로교회의 교인은 주로 백인이고, 교육 수준이 좋으며, 중상 

위층의 중산층이기 때문에, 특히 "나 먼저"와 "나의 방법이나 길"의 교훈을 잊어 버리고 대신에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지체로서, 하나님의 친족을 위해 노력하는 부름은 그리스도의 몸이 개인적 변화를 넘어서서 사회 변화를 

옹호하고 요구하도록 설득합니다. 바울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묘사는 신체의 한 부분이 고통을 받을 때 

모든 부분이 고통을 당하고 모든 부분이 본질적이고 의도적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품성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헌신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굶주림에서, 

헐벗음에서, 폭력으로부터, 필요로부터 자유로움을 위한 사랑에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하나님의 친족을 알 수 있는 증거를 보고 개인과 교회, 사람과 운동이 모든 것이 가치 

있고 아무도 기본적인 생필품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뉴햄프셔에서는 신앙 공동체가 압력을 가해 주 정부와 연방 관리들에게 인도네시아 사회 

구성원 추방을 중단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플로리다 주 디어필드 비치 (Deerfield Beach)에서는 노회 

지도자들과 교회들이 모여 예배하고 허리케인 어마 (Hurricanes Irma)와 마리아 (Maria)의 재건을 돕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에서 교회와 비영리 단체는 Boston Food Justice Young Adult 

Volunteer Program을 통해 식량 안보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주 파크랜드에서는 

목사와 카운슬러들이 총기 폭력의 여파로 나서게 되었고, 지역 사회는 운동을 촉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21세기의 Kindom Building에 종사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를 위해 노력합니다. 여기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이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서로를 세워줍니다. 

 

 

 

 

 

 

 

 



Questions for the Candidates  

 

상설 규칙은 "총회 기간 동안 총회장 (또는 공동총회장)은 평화의 줄로 성령의 하나됨의 대사로 봉사하고 

교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킨다"(총회 매뉴얼, 상설 규칙 H.1.a. 

(5))고 기록합니다. 교회에 대한 그 역할의 중요성과 총회장 또는 공동 총회장으로서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총회장은 그들을 선출하는 공의회의 생생한 표현입니다. 그 역할은 그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만난 사람들의 

목표, 결의안, 희망 등을 포함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수많은 준비 시간, 예배, 복도에서의 대화, 식사 나누기, 교단으로서 사업 참여는 총대 및 자문 대표와 

총회장/공동 총회장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과 특별한 관계를 만듭니다. 회중 및 공의회를 방문하거나 

미국장로교 위원회 또는 기관의 회의에 참석할 때 총회장은 그를 선출한 총회의 대사로 봉사하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이야기의 전달자로 봉사합니다. 

총회 모임을 목격한 이후로, 이 친족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총회장으로서 교회 및 총회 경험을 한 주 

동안 함께 하면서 발생하는 독특한 유대를 구현하는 것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알 수 있습니다. 감동적인 

총회장, 부총회장 및 공동 총회장들은 밤 늦게까지 토론이 진행됨에 따라 공정성, 보살핌, 유머로 회의를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총회가 폐회 한 후에도 더 이상 지도자의 위치가 아니지만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봉사의 직책으로 우리의 회중들과 공의회와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교단을 사명, 다양성, 포용, 사회 정의, 에큐메니칼 및 종교 간 업무,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세계에서의 미국장로교회의 역할을 반영하도록 초청했습니다. 

회의 도중과 후에 행한 이러한 행동은 질서 정연하고 효율적인 사업 회의 (G-3.0104)를 이끌어 내고 

"평화의 줄로 성령의 단합"을 위한 대사가 되는 것처럼 총회장으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총회장은 은혜와 겸손, 기쁨과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행해진 일에 목소리를 내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벧전 4:10) 

공동 총회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봉사하는 이 전통을 존중하고, 은총 가득한 

방식으로 총회를 이끌며, 목소리와 견해의 다양성이 들려지고, 그 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합니다. 

223차 총회 대사로서 우리는 교회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총회의 헌신을 반영하여 회중과 공의회 (G-

3.0501) 사이에 "유대, 노동 조합, 공동체 및 선교"를 대표하여 하나님을 공경하고자 합니다. 기쁨, 희망, 

화해의 정신을 구현하고 미국장로교회의 풍요를 기리고 각 교회, 공의회 및 조직이 봉사하는 맥락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 부름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인식하고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나눔으로써 본 집회 주제인 "21세기의 친족 세우기"를 행하고자 합니다. 



Questions for the Candidates 
 
 

 

이번 총회는 분열적인 폭력과 불의를 겪은 세인트 루이스에서 개최하고 동시에 교회의 단합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표식이 되는 기회를 목격하게 됩니다. 223차 총회(2018)는 어떻게 도시와 교회 

전체에 희망의 표시가 될 수 있습니까? 
 

 

총대들과 자문 대표들이 도착하기 전에도 223차 총회는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Giddings-Lovejoy 

노회가 미국장로교회의 모임을 주최 할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조약돌이 물에 떨어졌습니다. 잔물결은 

여전히 퍼집니다. 그리고 집회가 종료 된 후에도 오랫동안 계속 될 것입니다. 본 노회는 이미 교회의 일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표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이벤트를 주최하려면 조정, 협동 및 협력이 필요하며 전 세계에서 온 수백 명의 사람들을 

환영할 준비를 하는 작업들은 모두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몇 년 전부터 서로 다른 공동체와 배경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이 서로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대화, 새로운 파트너십 및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관계를 발전시키고, 서로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고통과 

기쁨을 위해 기도하며, 삶은 변화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연결의 일부는 특히 인종적 불의와 구조적 폭력에 대한 대응으로 교회가 지도자가 아닌 

종으로서 참석하도록 요청 받았을 때 장로교회 밖의 조직과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St. Louis 

자체에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일상 생활의 맥박을 손가락으로 짚는 

사람들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가리키는 희망의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호스트하는 노회가 이 과정을 통해 변화된 것처럼, 우리는 총대, 자문 대표, 옵서버 및 친구들로 

바뀝니다. 우리는 총회로 모이며 변화하며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교회의 일에 몰두합니다. 우리 자신의 

상황과 회중으로부터 오는 우리 모두는 분열, 폭력 및 불의에 관한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단결과 사랑과 온전함에 대한 희망을 가져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도시의 목소리를 배우고 기꺼이 

들으려고 한다면 인근의 사람들과 함께 인종적, 경제적 정의를 위해 교회가 어떻게 합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다양성은 달콤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공동체로 돌아올 때, 우리는 세인트 루이스에서 보았던 것과 들었던 것을 목격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Hands and Feet Initiative와 같은 노력은 세인트 루이스와 미주리 주에서의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것이며, 아마도 우리가 우리 지역 사회에 

참여하는 새로운 방법을 상상할 수 있도록 고무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화와 새로운 관계를 지적 할 

것이고, 우리는 치유의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사랑은 실제로 공포를 몰아 낼 수 있고, 함께 

우리는 공의를 위해 일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s for the Candidates 
 

 

 

다른 종교 및 신앙 전통을 가진 자들과 함께하는 장로교인으로서의 우리의 상호 작용에서 우리는 정중한 

대화의 관계와 확실한 증인을 구합니다. 장로교인들은 대화와 증언으로 증오 발언과 폭력 행위를 표적으로 

삼는 다른 종교 전통의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2014년에 출판 된 미국장로교의 종교 간 입장의 머리말은 다음과 같은 성명으로 시작됩니다: 

"미국장로교는 오랫동안 다른 종교 전통의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옹호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그리스도의 보편적 명령의 특정한 예로서 보았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마22:37,39). 이 

단어들은 교회가 종교 간 노력에 접근 할 때 교회를 인도하며, 성경에서 "사랑 "이 절실히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우리는 종교 간 가족의 일부가 됨으로써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가족의 상호 작용에서 우리는 서로의 

견해를 존중하고 서로의 사랑에 공통점을 발견하여 대화와 증인의 균형을 이루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관계 때문에 증오 발언과 폭력의 피해를 보고 공포와 불신의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우리는 종교 

단체의 구성원들과 정직하고 정통한 대화없이 다른 종교의 원리만 알기를 원하며, 평판 좋은 

소식통보다 액면 그대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소문이나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영향력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사랑 대신에 증오, 평화 대신 분쟁, 그리고 종교적 완전성의 베일 아래서 협력하는 대신 

경쟁을 증진시킵니다. 이러한 행위는 개혁주의 기독교인으로서 유지하고자 하는 가치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담론과 폭력에 대한 증오는 교회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잘못된 정보, 증오 및 폭력을 조장하는 관행으로 

우리가 부적절하거나, 행동 또는 비 활동에 의한 상황을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평화, 정의 

및 화해를 추구하며 다른 신앙 전통에서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랑하고 봉사하여 야지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닙니다. 그 정신에서 우리 교회와 공의회는 교육, 친목 및 대화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육성하는 데 의도적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교회가 다른 종교의 형제 자매와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은혜를 베풀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지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뉴스 서비스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이 헌신과 다 종교 공동체의 소식, 종교 간 대화 및 사건, 에큐메니칼 및 종교 간 관계 

총회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소식이 있습니다. 교단으로서 우리는 미네소타 주 레드우드 폴스에서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까지 교육과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서서 과소 대표자들을 지지 할 때 우리는 평화와 정의와 화해를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1 

우리는 221차 총회에서 채택 된 종교 간 입장을 건강하고 변혁적인 종교 간 노력에 참여하도록 안내 할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장로교인들이 계속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 생활하며, 다른 종교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강한 지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1The Interreligious Stance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As Approved by the Presbyterian Church (U.S.A.) 221st General Assembly (2014), page 4 

http://www.pcusa.org/resource/interreligious-stance-adopted-221st-general-assemb/


Questions for the Candidates 
 

 

 

미래의 교회 –신흥 교회를 묘사하십시오. 오늘의 교회와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같습니까? 
 

 

신흥 교회는 하나님 친족의 반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급진적인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곳이고, 성령의 

권능은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바람을 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력은 새로운 길을 열어 줍니다. 

 

이 신흥 교회는 여러 면에서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역 사회의 삶과 사역, 사명에 환영 받고 

완전히 통합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음악, 전례, 의식 및 전 세계의 전통이 함께 짜인 이 다양성을 반영합니다. 

집회는 공동체를 반영하고 이웃 사람들의 필요와 기쁨과 연결됩니다. 교회의 지도력은 다양하며 또한 

젊은이들이 소중한 기술을 배우고 장기간 참여한 사람들은 멘토와 격려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친족의 명백하고 가시적인 표시로서, 떠오르는 교회는 또한 사도행전 4장 32~33절에 묘사된 초기 

공동체처럼 보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신흥교회의 신자들은 하나의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종과 특권, 빈곤과 자격, 창조의 지속 

가능성, 지구를 돌보는 데 있어 우리의 역할, 서로 사랑과 이야기를 듣고 어려운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함께 

행동하기 위한 새로운 공약에 도달합니다. 이 일치는 이머징 교회가 세계에서 활동적이 되도록 인도하여 

하나님의 친족을 지상 끝으로 확장 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 신흥 공동체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며, 

자유롭게 공유되는 은혜입니다. 

 

신흥 교회는 연결적인 몸의 일부가 되는 기쁨과 도전을 중요시합니다. 현지 환경을 뛰어 넘는 참여가 

권장됩니다. 지역 운동, 지역 기구, 국내 및 국제 공의회 및 온라인 플랫폼과의 파트너십 및 협력이 축하 

됩니다. 이 외향적인 파트너십은 에너지, 정보, 상상력, 사랑의 원을 창조합니다. 새로운 노력과 경험이 지역의 

몸으로 되돌려 지거나 연결 교회와 공유되기 위해 파송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양육한 교회와 마찬가지로 신흥 교회는 장로교 정치의 기초에 설명 된 바와 같이 

개혁 유산의 핵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불러 세우사 세상에서의 교회의 선교, 

교회의 성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교회의 봉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F-1.0202).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교회는 시대를 초월한 교회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장로교회 주변의 돌파하는 하나님 친족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한 이 내일의 교회가 

오늘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의 주님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서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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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1, 2017 

 
The Rev. Dr. J. Herbert Nelson, II  

Stated Clerk of the General Assembly  

The Presbyterian Church (USA) 

100 Witherspoon Street 

Louisville, KY 40202 

Dear Mr. Stated Clerk,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 드립니다! 

플로리다 열대 지방 노회는 223차 총회 공동 총회장 후보로 빌마리 신트론-올리비에리를 지지하는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Vilmarie는 최근에 노회의 노회장으로 봉사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그녀가 연민, 열정 및 

공정성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목소리를 내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그녀는 넘치는 기쁨으로 리드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고 초과하였습니다. 그녀의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과 함께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그녀의 아름다운 방법은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플로리다 열대 지방에서 Vilmarie는 노회장으로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비전이 성장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노회 총무가 사역을 시작하였고, 노회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부름 받고 수행해야 한다고 

믿는 것에 총력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활기차고 활력 있는 대화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빌마리는 그러한 대화를 격려하고 사역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을 돕는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노회의 회중을 함께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재임 기간 동안 우리는 "함께 활기차게"라는 말을 

증명하고 스스로 주장 할 수 있었습니다. Vilmarie는 우리를 함께 이끌어 내고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남 

플로리다의 교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성을 가져오는 촉매제 역할을 해 왔습니다. 

Vilmarie Cintron-Olivieri 장로님과 개인적으로 밀접하게 일한 사람으로서 교회의 사역과 증인에 대한 

그녀의 헌신과 충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장로교 지도자였던 장로교인 입니다. 그녀가 

노회장으로 위임되었을 때 푸에르토 리코의 가족 중 일부가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Vilmarie의 가족은 



 

푸에르토 리코에서 확장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녀는 우리를 가족들에게 형제 자매로서 자연스러이 

소개하였습니다. 이 친족 관계는 그녀가 존재하는 바로 그 부분의 일부입니다. 

열대 지방 플로리다는 놀랍게도 다양한 교회와 공동체가 있는 노회입니다. Vilmarie는 모든 민족, 인종, 

문화 및 사회 경제적인 면과 소통합니다. 언어와 기술을 사용하여 존재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Vilmarie가 

모두를 환영하고 모든 이들이 환영 받을 수 있는 사역장로임을 우리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리더십을 위한 기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의 동정심과 은혜를 

요구할 때입니다. Vilmarie 는 그런 사람입니다! 최근 빌메리의 남편이 목사인 교회를 방문했을 때, 영어권 

노회총무에게 그녀는 통역관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녀는 통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대사가 되어 그를 

환영하고 편안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환대와 관대함은 Vilmarie의 특징입니다. 

이 것은 미국장로교회의 구제, 관용, 깊은 사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증인으로서 빌메리 

신트론-올리베리 장로님께서는 223차 총회 공동 총회장직을 맡을 자질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공동 총회장에 대한 그녀의 입장에 대한 우리 지지의 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은 기쁨입니다! 우리는 223차 

총회의 공동 총회장 후보인 Cindy Kohlmann 목사와 함께 그녀의 출마를 추천하게 되어 기쁩니다. 

En la paz de Cristo, 

 
 

 
 
 

Daris Bultena, General Presbyter 

Presbytery of Tropical Florida 

 
L. Windy Johnston, Stat ed Clerk 

Presbytery of Tropical Florida 

 

 

" Empowering Congregations to be Vibrant Christ -Centered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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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7, 2018 

 
Rev. Dr. J. Herbert Nelson 

Stated Clerk of the General Assembly 

Presbyterian Church, USA 

 
Dear Rev. Nelson, 

 

보스턴 노회는 2017년 11월 27일 신디 콜만(Cindy Kohlmann) 목사가 223차 총회의 공동 

총회장 후보로 나설 것을 열렬히 승인했습니다. 우리 파트너인 북부 뉴 잉글랜드 노회도 2017년 

12월 2일 만장일치로 투표하고, 기립 박수와 함께 그녀가 공동 총회장 후보로 나서도록 

지지했습니다. 

신디와 저는 보스턴과 북부 뉴 잉글랜드 노회에서 3년간 봉사했습니다. 그녀와 긴밀하게 

일하면서 사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노회들에 대한 그녀의 봉사의 

많은 의미 있는 업적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뉴 잉글랜드 지역은 이 나라에서 가장 교회가 없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점진적 전도"는 

우리가 지역 사회에 다가가기 위한 우리의 의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8개의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결성했습니다. 신디는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새로운 목회자에게 영감을 

불어 넣어 주며, 특히 필요한 자금 및 기타 자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두 노회의 자원 봉사자였던 동안, 그녀는 노회 삶의 가장자리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을 서로 

더 가까운 동반자 관계로 데려왔습니다. 이것은 시골 및 도시 회중과 소외된 소수 민종 집단을 돕고, 

친목을 도모하고, 배우고, 함께 봉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진보파에서 복음주의에 

이르기까지 신학적 스펙트럼을 가로질러 공동체에 합류하여 우리의 공통된 소명을 발견하고 

참여시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의 다문화 노회에는 다양한 이민 신분을 가진 회원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신디는 옹호 단체 및 기타 여러 기관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정직한 변호사를 찾고 평화로운 

시위에 참석하도록 초청하여 이민자 교회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에게 이웃, 특히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우리 교단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노회는 우리의 사회 정의적 소명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을 계속 배웁니다. 신디의 리더십을 통해 두 노회는 백인 특권과 인종 차별에 관한 

연구에 참여했으며 빈민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작업에서 Cindy는 다리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전체 사역을 통해 

실제적이었습니다. 8년간 그녀는 클린턴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로 봉사했습니다. 그녀가 재임하는 

동안, 많은 카메룬 교인들이 회중에 합류했습니다. 그녀가 떠날 무렵에는 회중의 약 절반이 카메룬 

출신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녀는 백인과 카메룬 공동체가 서로를 알게 되고 감사하고, 복음을 

이유로 긴밀하게 협력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녀가 떠난지 3년이 넘었지만 이 

회중은 여전히 번성하는 다문화 공동체입니다. 

이전 보스턴 노회장이었던 Chip Stapleton 목사는 Cindy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민족적, 정치적, 사회적, 신학적, 경제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Cindy는 모든 다양한 인종 

및 그룹들과 함께 일하고, 섬기며, 진정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녀는 적절하게 자신의 견해와 

통찰력을 공유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초대하며,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북부 뉴 잉글랜드 노회의 노회장이였던 Mary Bryant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두 개의 매우 다른 노회 (도시와 교외/농촌)의 자원 장로로서 신디는 두 

노회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차이점을 제쳐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도록 명하신 것들에 초점을 맞추도록 격려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하며,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보스턴과 북부 뉴 잉글랜드 노회에서는 신디가 우리의 차기 공동 총회장이 될 가능성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223차 총회의 공동 총회장이라고 부를 수 있어서 매우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In Christ, 
 
 

 

Rev. T. J. DeMarco, Stated Cle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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