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em 

1. 미국장로교 A Corporation (이하 "A Corp.") 이사회 구성안 

앞으로 나아갈 길 전권위원회와 모든 기구 검토위원회는 공동으로 223 차 총회(2018)에 헌의한다: 

a. 미국장로교 법인 ("A Corp.") 정치 구조 개편을 위한 Way Forward Commission 과 All Agency 

Review Committee 의 공동 권고 사항을 보고서 및 다음과 같은 요약으로 새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본 조업 후 

90 일 이내에 초기 조직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도록 223 차 총회 (2018) 폐회 후 30 일 이내에 다음 조치가 취해짐을 

허락한다. 

(1) "A Corp."의 현재 개정 된 정관 제 6.06 조와 일치하는 장로교 선교국의 이사회는 부록 10 에 

명시된 정관의 개정을 승인한다. 

(2) "A Corp."의 이사회는 부록 10 에 명시된 "A Corp."의 수정 된 정관을 개정함을 수용한다. 

(3) "A Corp."의 현 이사회가 그러한 개정안을 채택함에 따라, 이사회가 종료 될 때 또는 그러한 

개정안을 채택함으로써 만장일치로 동의를 이행 할 때 이사로서의 사임을 촉구한다. 

b. 위의 권고안 1.a.와 아래의 1.c. 권고안은 설명 된 대로 11 명의 후보자를 선출하여 시기 적절하게 이행 

할 것이다. 위의 권고안 1.a.(3)에 설명 된 대로 현재의 "A Corp."이사회의 사직으로 작성 될 공석을 채우기 위해 

"A Corp."의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c. 미국장로교 법인 (A Corp.) 의 이사회에게 다음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여 223 차 총회(2018)가 끝난 

날부터 다음과 같이 이사회의 수와 구성을 변경하기 위해 "A Corp."의 현행 수정 된 정관을 첨가한 부록 10 과 같이 

수정한다: [삭제 될 본문은 취소 선이 그려져 있다; 추가하거나 삽입 할 텍스트는 기울임 꼴로 표시된다.] 

d. 총회 사무국, 장로교 선교국, 미국장로교 재단국, 미국장로교 연금국 이사회, 미국장로교 투자 및 대출국, 

장로교 출판국은 A Corp.의 이사장을 임명 할 수 있도록 각자의 조례 나 상설 규칙을 적절히 수정하여 그러한 

미국장로교의 기간 및 총회가 만들 수 있는 추가 또는 후임 기관에서 발언권이 있지만 투표권을 가지지 않도록 

한다. 

e. 총회 사무국, 장로교 선교국, 미국장로교 재단, 미국 장로교 연금 이사회, 미국장로교 투자 및 대출국, 

그리고 장로교 출판사는 미국장로교 법인이사회의 구조와 구성 변화를 인정하기 위해 해당 문서 및 정책에서 

필요하거나 허용되는 모든 변경을 지시한다.   

f. 총회의 기존 또는 특별위원회를 지명하거나, 본 권고 5 의 제안 된 이행 전권위원회에 위임하여 

미국장로교의 개정 된 세칙에 대한 변경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A 법인의 이사회 선임 및 

이사장 선출에 대한 개정으로 (1) 그러한 위원회가 현행 "A Corp."이사회에 1 년 이내에 수정 된 부칙을 추가로 

권장하는 변경 사항을 보고하고, (2) 위에서 언급한 위원회는 223 차 총회(2018 년)가 끝난 다음 1 년 동안 

통치위원회, 상임 규칙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 및 공의회를 통해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한다. "A Corp."의 이사회 

운영 변화에 필요한 조례 또는 운영 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본 위원회 또는 전권위원회 위원 중 누구라도 장로회 

선교국 또는 총회 사무국을 대표할 때, 총회는 그러한 두 기관이 위원회 또는 전권위원들에게 위임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g. "A Corp."이사회의 새로운 이사회 선거에 이어 "A Corp."검토위원회의 임명을 요청한다. 두 번의 검토 

후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225 차 총회 (202)는 "A Corp."에 대한 계속 검토를 위한 일정 및 방법을 요청한다. 

h. 장로회 선교국과 미국장로교 법인간의 권한과 관계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부록 11 장에 표시 된 대로 

사명 조직으로 알려진 총회 지침서 부분의 V 장, VI 장, X 장을 개정하고 "A Corp."의 관리에 대한 변경 사항을 

인식한다. [삭제할 본문은 취소 선으로 표시된다. 추가하거나 삽입 할 텍스트는 기울임 꼴로 표시된다.] 

i. [사전 일치하지 않는 결정의 철회] 재결합 기관 중 총회의 제정을 포함하여 이러한 권고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 이전 제정안은 그러한 불일치의 정도에 따라 폐지됨을 선언한다. 

2. 정서기의 역할 

앞으로 나아갈 길 전권위원회와 모든 기구 검토위원회는 공동으로 223 차 총회(2018)에 헌의한다: 

a. 사명 조직, IV.B.2 절이라고 불리는 총회 매뉴얼을 수정한다. 새로운 섹션 "a"를 사용하여 현재 a-p 의 

번호를 b-q 로 다시 매긴다. 새로운 섹션 IV.B.2.a. 다음과 같이 읽어야 한다: [추가 될 본문은 기울임 꼴로 

표시된다.] 



"a. 정서기는 계속되는 교회의 책임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성취하고 미국장로교회를 위한 
컴뮤니언의 책임자로서 교회의 삶과 증거를 위한 헌법적이고 영적인 지도력을 제공 할 것이며, 위기의 시대에 
교회의 목회자 권익에 대한 목회적 권위를 행사할 것이다. 정서기는 미국장로교회의 주요 에큐메니칼 임원이자 
국내외의 교회 간 및 종교 간 조직에서의 1 차 대표이며, 총회가 달리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앙과 실천의 
문제에 대해 교회와 이야기한다." 

b. 사명을 위한 조직, IV.B.2.n.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삭제 될 본문은 취소 선으로 표시된다; 

추가하거나 삽입 할 텍스트는 기울임 꼴로 표시된다.] 

"n. 총회 정서기는 총회 기구와 그 기관이 장로교 선교국과 그 집행 이사회와 협력하여 총회 실체와 대회, 노회, 

그리고 당회와의 관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총회 정서기는 수시로 결정하여 총회의 

적절한 위원회, 전권위원회 및 기관들에 회원이 되거나 관계를 가져야 한다. 정서기는 장로회 선교국의 이사회와 
다른 기관들 (사명 조직 제 8 장에 명시되어 있음)의 모든 회의에서 투표권을 제외한 발언권을 행사한다. 또한, 각 
기관 책임자(최고 직원) 또는 임시 책임자 (선출직 직위 대체를 위한 후보자 제외) 후보로 이름이 공천되기 전에 
정서기와 협의하여야 한다. 

c. 사명 조직, 제 IV.D.1 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삭제 될 본문은 취소 선이 그려져 있다. 추가하거나 

삽입 할 텍스트는 기울임 꼴로 표시된다.] 

"1. 육 (6) 년간의 일정을 토대로, 총회 기관들은 개 교회의 사역과 전체 미국장로교의 사명과의 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검토 될 것이다. 총회 공천위원회의 공천에 따라 총회는 총회 기관 중 한 기관의 업무를 검토 할 두 

개의 위원회를 선출 할 것이다. 각 위원회는 이전의 3 개 총회에서 온 4 명의 총대, 총회 주체에서 검토중인 기관의 

이사 4 명, 그리고 4 명의 일반 총대로 합하여 12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일반 회원은 에큐메니컬 파트너가 포함 

될 수 있다. 위원회는 총회의 지침과 정책에서 총회 기관 검토 기준을 사용한다. 위원회는 정서기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며, 정서기는 정서기의 추가 권고와 함께 총회 결과에 따라 차기 총회에 보고 할 것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다." 

d. 장로교 선교국, 연금국, 장로교 투자 및 대출국, 장로교 재단국 및 장로교 출판국을 위해 이사회에 제 

3.02 항 및 제 3.03 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부칙 및 설명서를 개정하도록 지시한다. 이러한 기관들은 변경되지 

않은 기존의 정책에 따라 계속해서 책임 영역 내에서 발언 할 수 있다. 

3. 교단전체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 

앞으로 나아갈 길 전권위원회는 223 차 총회(2018)가 총회 대표위원회 및 총회 공천위원회와 협의한 후 

223 차 총회(2018)의 총회장/ 공동 총회장이 임명할 12 인 위원회를 구성 할 것을 권고한다. 2019 년 12 월 

31 일을 마감일로 2 명의 노회 총무와 한 명의 대회 총무를 포함시켜 총회에 대한 포괄적인 자원 투영 분석과 요약 

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장로교 재단국 및 모든 다른 기관들을 포함하여 교단 전체의 교회 자산 및 재정적 지속 

가능성 검토를 위한 수입을 보고한다. 이러한 분석/보고는 6 개 기관, 2020 비전 팀 및 아래의 권고 사항 5 에서 

제안 된 앞으로 나아갈 이행 전권위원회에 전달 될 것이다. 

4. 포괄성 및 공평성 

앞으로 나아갈 길 전권위원회는 223 차 총회(2018)에 권고한다: 

a. [다양성과 화해.] 6 개 기관 모두가 설립되는 다양한 음성 표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아래의 진행중인 

위원회 행정 조치에 설명 됨). 다양성과 화해에 관한 PMA 의 Diversity and Reconciliation 사무실이 수행 한 것과 

유사하게 자신의 기관 고유의 공평성 및 포괄성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을 만든다. 

b. [감사 완료.] 2019 년 1 월 1 일까지 각 기관의 인적 감사를 완료하고 4 년마다 반복하라는 222 차 총회 

(2016) 의 위임을 요구한다 (회의록, 2016, 1 부, 788 쪽, 222 차 총회 항목 11-24 참조). (건의안 1.b., 

"Churchwide Race, Ethnicity, Racism and Ethnocentricity Report"). 

c. [번역 서비스.] 6 개 기관의 모든 번역 서비스를 "A Corp."의 공유 서비스로 이동하고 요청 시 모든 자료 

및 과거/현재 기록들을 번역 할 수 있도록 6 개 기관 모두에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절히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번역 서비스의 우선 순위 및 예외 사항은 다각적인 목소리(Diverse Voices Table)가 설립됨과 같은 

포괄적인 그룹 (아래의 진행중인 전권위원회 집행 관리 조치에 설명 됨)에 의해 식별되고 지시되어야 한다. 번역 

서비스에는 웹 사이트 및 원래 다른 언어로 작성된 자료의 영어 번역본이 포함된다. 번역 서비스는 "A Corp."의 

Shared Services 에 있는 또 하나의 서비스가 될 것이다. 이 서비스의 총 비용은 각 기관에 할당되어 완료된 

작업의 백분율로 지불되어야 한다. 각 기관이 사용하는 특정 자금 출처 및 예산은 각 이사회/위원회 및/또는 임원 

지도부가 결정한다. 

5. 앞으로 나아갈 추진 위원회 



앞으로 나아갈 길 전권위원회와 전기관 검토위원회가 공동으로 223 차 총회(2018)에서 협의 후 223 차 

총회(2018)의 총회장/공동 총회장이 임명하는 "이행 전권위원회"는 2016 년 앞으로 나아갈 길 전권위원회 위원 

4 명, 2016 년 전기관 검토 위원회 위원 4 명, 그리고 223 차 총회(2018) 총대 중에서 임명 된 4 명의 위원 (청소년 

자문 대표단 1 명 포함) 으로 구성하여 224 차 총회(2020)까지 (1) Way Forward Commission 과 All 

Agency 검토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2018 년 총회 행동의 준수와 이행을 보장하는 권한과, (2) 이 보고서에 요약 된 

바와 같이 진행중인 협력 및 위원회 행정 조치의 계속적인 이행과 모든 기구 재검토 보고서, (3) 2020 비전 팀과 

협조, (4) 결과를 보고하고 224 차 총회(2020)에 권고안을 제출한다. 총회(2018)에서 선출 된 네 명의 위원 중 어느 

한 명이 장로교 선교국 또는 총회 사무국의 대표자인 경우, 총회는 이들 두 기관이 4 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6. [앞으로 나아갈 길 전권위원회 (Way Forward Commission) 의 지침: 앞으로 나아갈 길 전권위원회는 모든 

기관 검토 위원회의 권고에 동의한다. 

이론적 해석 Rationale 
개론 Introduction 
 

웨이포워드 전권위원회는 222 차 총회 (2016)에서 창안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출발이 벨하 신앙고백서를 

비준하고 1967 년 신앙고백의 50 주년을 기념하는 동일한 집회에서 일어난 것을 축하한다.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며 일한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이러한 선포된 고백을 희망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믿는다. 

그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담하고 협력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이 독특한 기회를 

활용하여 교회가 전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의 증거와 봉사에 부름 받는 삶을 살도록 돕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끊임없이 개혁하고 있다. 우리는 개방성과 가능성의 정신으로 진리를 주장한다. 

전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시작하였다: 

• 모든 역사적 문서와 최근 자료를 상세히 검토하며, 

•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 우리를 안내 할 수 있는 일련의 가치를 선언하였다. 

부록 1 에는 회의 일정이 나와있다. 부록 6 은 우리 전권위원회의 작업을 알리는 가치를 설명하는 위원회의 

확증을 제시한다. 부록 7 은 우리의 분별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전권위원회의 중간 보고서를 제시한다. 

우리는 교단의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에큐메니컬 파트너들과 협력했다. 우리는 All 

Agency Review Committee 와 2020 Vision Team 과 파트너 관계를 맺었으며, 비록 우리들은 서로가 뚜렷한 

임무를 부여 받았지만 우리가 작업에 착수 할 때 상당한 공통점과 분별력을 발견하였다. 우리가 받은 격려와 

정직하고 사려 깊고 신실하며 창조적인 피드백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변화를 준비 할 

교단으로서의 우리의 분별력을 강화 시켰다. 부록 2 에는 우리가 교회 전체에서 수천 시간의 대화를 공동으로 

수행 한 그룹들 중 일부가 나와 있다. 

우리는 교회의 구조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즉 공청과 조사의 시간에 교회와 사역에 대한 그들의 계속적인 

헌신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협력 정신에 대해 감사드린다. 부록 4 는 각 기관의 개선을 위해 

내부 및 협조적인 이니셔티브의 요약에서 변경하려는 이 의지의 구체화를 보여준다. 

교단 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믿는다:  

• 더 이상 교회의 사명과 비전으로 섬기지 않는 일들을 버릴 수 있는 의지. 

• 우리가 누구인가의 주요 부분으로서 포괄성과 형평성에 대한 헌신. 

• 새로운 에너지, 열정, 활력, 및 생명력. 

• 변화와 협동 및 파트너십에 대한 열린 마음, 하나의 지체로 함께 행동하는 것. 

• 우리가 책임적이고 민첩해야 하는 이해, 그리고 

•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활동적이라는 의미를 새롭게 한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시작부터 이 일을 해오셨고, 끝까지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벨하 
신앙고백, 10.1) 

권장 사항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계속 될 작업에 대한 추가 상황 및 정보와 함께 제공된다. 부록에는 보다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나아갈 길 전권위원회의 과정과 권장 사항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 문서 

전체를 검토하는 것을 제안한다. 



변화의 주제 Themes of Change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 중 하나가 쇠퇴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거나 제도적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구조물을 바꾸는 책임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총회의 목소리와 정서기의 권고, 수천 명 장로교인들의 

훈계와 격려의 말씀을 통해 부름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더 과감한 길을 열게 되었다.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도 변화하는 교회라고 믿으며, 우리의 사역과 증거의 방식은 현대 생활의 

역동성을 반영해야 한다. 

우리는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행과 지방, 지역 및 전국 차원의 사역에 헌신하고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언한다. 21 세기의 급변하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우리가 교단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명확성의 결여는, 우리가 세상과 교차하는 방식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로 함께 행동하는 측면 모두에서 

우리가 최선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의 부족한 현실을 직면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급진적인 개선, 공동 창의력 및 

극적인 혁신을 위한 시간이었다. 우리는 자신과 서로에게 모두 묻는다. 우리는 교단으로서 장점이 무엇인가? 

현재의 순간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가? 회중과 지방 사역이 어떻게 번창하고 성장하도록 우리가 더 

잘 도울 수 있는가? 우리가 하지 못하거나 다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교단 전체와의 대화에서 세 가지 주제가 나왔고, 우리의 권고와 공동 작업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1.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교회"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핵심. 

2. 우리의 다양성 속에서 우리의 일치; 그리고 

3. 우리가 장로교인으로서의 부름에 따른 삶의 관계를 구현함. 

우리가 전하는 권장 사항들은 우리가 행하는 행정 조치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능하여 그리스도의 

내적인 삶과 외적 증인, 포괄성, 그리고 우리의 민첩함을 강화 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만들어 낸다고 

믿는다. 

배경과 맥락에서 우리는 부록 8 에 교단 전체 별 명칭의 현재 구조에 대한 요약을 포함시켰다. 

교회로서의 기능 Functioning as Church 

권장 사항 1 에 대한 논리 Rationale for Recommendation 1 

교회 및 선교적 초첨 Ecclesial and Missional Focus. 우리가 "교회"로 있는 핵심은 교회와 선교 사역의 두 

가지 주요하고 독특한 기능이다. 그러나 대화와 분석에서 공통적인 주제는 교회 구조나 모델이 아닌 의사 결정을 

유도하는 지원 기능을 종종 허용하는 기업 구조, 모델 및 사고 방식을 피하면서 20 세기 양식을 흔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서기 (권장 사항 2)의 역할과 교회 법인 이사회 (권장 사항 1)의 구성에 관한 우리의 권고는 

교회와 선교 중심인 즉, 우리 고유의 세계에 대한 증인과 봉사로 우리의 초점을 되돌려 주도록 고안되었다. 

교회와 선교 사업에서 교회의 역할을 완전히 정의하기 위해서는 장로회 선교국과 총회 사무국이 관리상의 

부담에서 해방 될 필요가 있음이 분명해졌다. 그러한 부름의 선교적 측면을 강화함에 있어서, 기업 또는 행정 

책임이 아닌 선교 전달의 혁신적인 모델이 국가 기관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장로교 

선교국이 특히 재능 있는 직원들에게 장벽을 만들고 회중, 중간공의회 및 전세계 에큐메니컬 파트너와의 사명과 

조정에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하는 기업의 책임에 너무 오랫동안 시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요구 

사항의 중요성과 국가 교회의 자금 및 업무에 내재 된 청지기 직분을 인식하여 우리는 가장 혁신적인 선교 방법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A Corp."이사회의 구성에 대한 권고로 인해 PMA 와 COGA 이사회는 지금처럼 교회의 우선 순위와 방향, 

세상에서의 복음 증언 방법을 결정할 것이다. 우리 전권위원회의 창설을 초래한 긴장, 주의 산만 및 기능 장애를 

초래한 지원 업무로부터 새롭게 자유로워 질 것이다. 우리의 제안은 "A Corp."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거나 

총회에서 그 권한을 변경하지 않는다. 또한 PMA 이사회나 총회 사무국의 기존 권한을 변경하지도 않는다. 

사명조직과 같은 교단 문서에 대한 우리의 제안 된 개정안은 PMA 의 목적으로 교회의 선교 결정을 만들고 

수행하는 것이고 "A Corp."은 이러한 결정을 지원하고 돕는 것이다. 

우리의 접근 방법의 근본은 국가적 교회 및 선교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방법에 대한 의사 

결정의 역할이 총회에서 파생 된 권한을 행사하는 COGA 및 PMA 이사회에 있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단체는 

본질적으로 사업체가 아니어야 한다. 대조적으로, "A Corp."은 우리의 권고에 따라 그것을 볼 때, 본 교회 및 선교 

기관 (및 교회의 다른 부분)의 결정을 돕고 지지하기 위한 기업의 "유틸리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그 역할은 

그러한 결정을 추측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살기 위한 우리의 비전을 반영한 교회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우리는 또한 

우리 교회 문서에 우선권을 갖는 사명조직의 변화를 분명히 한다. 우리의 법인 또는 개인 기관의 맥락, 모든 임원, 



이사 및 직원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개별적인 이익이나 개인 기관에 대한 불리한 점보다 먼저 전체 교회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며, 우리 조직 중 어느 누구도 그분 안에 어떤 권위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모든 면에서 그 교회의 선교와 위대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일할 책임이 

있다. 

우리 위원회의 창설은 교회 기관, 특히 PMA 와 관련된 중요하고도 오래 지속 된 문제들로 인해 이루어졌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으로 함께 일하도록 격려하는 가장 강요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의 주요 임무로부터 주의를 산만하게 한 기관으로부터 많은 짐을 덜어 주며, 우리의 구조에서 더 큰 형평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 기관의 이러한 변화를 권고하고 있다.  

권장 사항 1.a. 및 권고 1.b. "A Corp."이사회 구성 변경의 이행 과정을 설명한다. 

권장 사항 1.c. 위에 설명 된 근거를 반영하여 "A Corp."의 정관을 개정한다. "A Corp."이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후보 공천 및 공석 채우기는 총회 공천위원회와 총회 대표위원회, 즉 다양성과 포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회에서 사용하는 현 표준과 협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권장 사항 1.d. "A Corp."의 이사장이 6 개 국가 기관의 이사회 회의에서 발언권이 있지만 투표를 하지 

못한다. 이 권고안은 "A Corp."과 교회의 현재 6 개 기관들 간의 협력의 본질을 강조하는 동시에 "A Corp."이 

해당 기관들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권장 사항 1.e. 6 개 기관의 이사회가 자체 관리 문서를 준수하도록 지시한다. 이 실행 결의안은 단순히 

교회의 기존 기관이 "A Corp."을 위한 새로운 지배 구조를 인정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기관들은 예를 들어, "A 

Corp."의 이사회를 누가 섬길 것인가와 같은 자신의 권고를 관리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는 특정한 언어를 정의 할 

수 있는 최선의 위치에 있다. 

권장 사항 1.f. "A Corp."의 이행을 감독하고 돕는 위원회 또는 전권위원회를 제공한다. 총회가 "A Corp."의 

지배 구조 변화의 실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형태의 변화가 새로운 이사회 선출 전에 성취되었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믿는 정도까지, 이 권장 사항은 이를 달성 할 것이다. 

권장 사항 1.g. 2020 년과 2022 년 총회에서 "A Corp."변화의 효과에 대한 총회 검토를 제공한다. "A 

Corp."은 이미 존재하고 있고, 미국장로교의 또 다른 기관이 아니며, 이미 감사 정보를 총회에 제공하고 있으며, 

거버넌스를 위해 제안 된 변경 사항이 그들의 유효성으로 결정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함이 적절할 것이다. 본 

권고안은 다른 맥락에서 총회가 사용한 관례와 일관되게 이를 성취 할 것이다. 

권장 사항 1.h. 사명 조직은 장로회 선교국의 역할을 보다 잘 반영하고, "A Corp."은 위에 설명 된 근거를 

반영하도록 개정한다. 여기에는 6 장의 기본 개념이 포함된다. 모든 임원, 이사 및 직원은 모든 문제에 있어 

교회가 개별적인 이익이나 개별 기관에 불리한 점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교회 전체를 생각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으로서, 우리 조직 중 어느 누구도 그분 안에 어떤 권위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모든 면에서 그의 

사명과 위대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일할 책임이 있다. 

권장 사항 1.i. 이전의 일관성 없는 모든 작업을 취소한다. 

부록 5 는 Way Forward Commission 과 All-Agency Review Committee 가 공동 추천한 몇 가지 중요한 

고려 사항과 추가적 근거 및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설명한다. Way Forward Commission 과 All-

Agency Review Committee 는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우리의 권고안의 물류와 함축적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할 계획이므로, 6 월 총회에 최상의 전환 사안을 제공하고 PMA 이사회를 초대하고 COGA 는 그 과정에 

참여할 것이다 (아래의 진행중인 전권위원회 행정 조치 9). 

또한 공유 서비스 영역에서의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은 국가 기관의 사명 조직 요소를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 및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더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고 또한 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반영한다 (진행중인 아래 전권위원회 행정 조치 1 을 실행). 

권장 사항 2 에 대한 논리 Rationale for Recommendation 2 

정서기 Stated Clerk. 교회는 오늘날 복음 진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부름 받았다. 참으로 선교, 전도와 예배 

모두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단을 대표하여 공적 증인으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과 

교단 내에서 중심적 목소리로 봉사하는 자들을 통해 교회의 목소리를 강화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현재의 

모호성은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구조, 역할 및 책임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의 헌법 자료는 정서기가 교단을 대신하여 고유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모든 경우에 총회에서 구속력을 

발휘하면서 우리를 위해 내부적으로나 외부에서 희망, 사역 및 방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우리의 개혁 정치는 

"공유된 권한 ... 공동으로 행사 되어야 한다"(규례서, F-3.0208)를 유지하고 있다. 정서기에 관한 우리의 권고는 



교회 내에서의 리더십 역할의 독특함을 인식하고 총회의 의지와 정책을 해석하고 완수하는 데 있어서 정서기의 

역할을 명백하게 하는 더 큰 제도적 일관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권장 사항 2.a. 교회는 위기에 처했을 때 정서기가 교회를 대신하여 그리고 교회를 대표하여 더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동시에, 우리는 각 기관이 그 권한 하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 말할 적절한 역할을 인정하고, 그러한 

진술에 관한 현존 정책들을 그대로 두도록 한다. 또한 협력하는 메시지 교환을 위해 협력을 장려하고 있다. 

권장 사항 2.b. 정서기는 국가 기관의 이사회에 직권으로 참석 할 수 있으며 기관의 책임자를 변경할 때 자문 

할 수 있다. 

권고안 2.c. 정서기는 기관 검토를 위한 총회 연결 역할을 하도록 규정한다. 

권장 사항 2.d. 6 개 기관의 이사회가 자체 관리 문서를 준수하도록 지시한다. 

권장 사항 3 에 대한 논리 Rationale for Recommendation 3 

재정적 유지 Financial Sustainability. 우리 교회의 재정 지원 지속 가능성은 교회, 중간 공의회, 6 개 기관에 

대한 불안의 핵심 원천이 되고 있으며, 뉴턴 노회에서 223 차 총회(2018)에 상정한 헌의안의 대상이 되었다. 

재정적 현실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과 분석을 제공하기 위한 위원회를 창설하는 것이 우리의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모든 변화를 이해하고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양성에서의 일치 Unity in Diversity 

권장 사항 4 에 대한 논리 Rationale for Recommendation 4 

포괄성과 공평성 Inclusion and Equity. 장로교인으로서 우리는 다양성의 풍요로움에 대한 선물을 소중히 

여기며, 복된 소식은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포괄성과 공평성이 우리의 정체성, 

사명 및 성장의 중심이 된다. 진정으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이 일을 하나의 사무실이나 그룹으로 

분류 할 수는 없지만 대신 전체 교단 구조에 스며들어야 하는 조직화 된 노력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포괄성과 공평성에 대한 우리의 권고는 이 중요한 영역에서 우리의 가치관을 유지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권장 사항 4.a. 반 인종차별과 포용에 대한 우리 교단의 약속은 부당하고 편견이 있는 관행의 영속을 막기 

위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이상적인 위치에 있게 한다. 우리는 교회로서 이제는 정직하게 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 각 기관은 고용 관행, 커리큘럼 선정 또는 리더십 개발 이견 간에 

동등성 및 포용을 위한 모범 사례를 자체 내에서 확인하도록 요청 받는다. 모든 기관의 대표와 함께 다양한 

목소리 표의 형성은 이러한 노력을 중심으로 보다 폭 넓은 교단 수준에서 조정과 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중간공의회와 교회의 모델 역할을 할 것이다. 

권장 사항 4.b. 222 차 총회(2016)에서 요구하는 인적 감사가 2019 년 1 월 1 일까지 완료되고 4 년마다 재 

실시함을 지시한다. 

권장 사항 4.c. 교단의 번역 서비스가 중앙 집중화 되고 적절히 배치되도록 지시하며, 번역 서비스의 우선 

순위는 포괄적인 그룹에 의해 식별되고 지시된다. 번역 작업은 우리가 주장하는 다양한 지체가 되는 데 필요하나 

그 사용도가 적은 포털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신앙과 정체성의 충만함과 이문화 간의 통신 수단을 제공한다. 또한 

완전한 번역 서비스는 원래의 비영어권으로 작성된 자료를 전체교회에 제공 할 것이다. 교회가 자신의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가능하게 하는 자원에 접근하는 것은 또한 정의의 문제이며, 교회가 서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완전한 포용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확고하게 규정한다. 

위임자의 정체성, 사명 및 성장에 대한 포함과 형평성의 중요성 때문에 전권위원회는 다음 영역에서 계속 

작업한다 (아래의 진행중인 전권위원회 행정 조치 5): 

• 소수 민족을 위한 리더십 개발. 우리 교단의 소수 민족에 대한 리더십 개발 기회를 조정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리더십에 관한 모든 교단의 노력을 명확한 의사 소통으로 

포함시키고 다양한 지도자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도록 촉구한다. 이를 위해 

총회 사무국과 장로회 선교국은 미국장로교 내의 인종 간 코커스의 역할과 관계에 관한 이해 규약에 

명시된 인종 코커스 지도자들과의 정기적인 의사 소통을 준수해야 한다[부록 9]. 우리는 우리 교회가 

될 지도자들을 준비시키고 지도력 개발 행사, 프로그램 및 훈련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신흥 소수 민족의 지도자로 안수 받은 목사, 사역 장로, 위임 된 평신도 

사역자가 포함 된다. 그것은 또한 변화하는 교회의 가장 적합한 대체 목회 지도력 패턴을 격려하고 

지원하려는 의지를 포함한다. 



• 공유 된 표준 및 기대. 우리는 더 큰 포용을 위한 미래의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현재의 문화 간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 교회의 인종적인 면모를 충족시키기 보다는 세상의 

변화하는 사회 현실을 다루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풍요로움에 대한 우리의 희망의 표현 

일 뿐만 아니라 다양성과 환대에 대한 우리의 헌신 속에 살도록 도울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교회가 

되기 위한 우리의 신실한 노력으로 모든 기관의 인적 감사, 영어를 제외한 원어로 작성된 자원을 

의도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앞으로 나아갈 길 전권위원회는 장로교 선교국의 다양성 및 화해 담당 사무실의 활동을 추천하며, 다른 5 개 

기관들도 형평성 및 포함에 관한 자각 학습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권장한다. 

관계성의 구체화 Embodying Relationships 

권장 사항 5 에 대한 논리 Rationale for Recommendation 5 

앞으로 나아갈 이행 전권위원회. 이 권고안은 교단의 6 개 기관을 통해 움직이는 협력 정신의 희망적인 

추진력을 유지하고, 223 차 총회(2018)가 승인 한 행동에 대한 후속 조치와 진행중인 전권위원회 행정 조치 

과정을 반영한다. 전권위원회는 유한적 임무와 수명 모두를 갖춘 지난 2 년 동안 필요한 협동 역학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변화를 좌절시키는 일반적인 관성들을 극복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행위원회는 

실행위원회보다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일에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권장 사항 6 에 대한 논리 Rationale for Recommendation 6 

리뷰에 대한 모든 기관 검토위원회의 권고 사항과의 동시성. 6 개 국가 기관과 전체 교단에 대한 정기 검토의 

시기와 범위에 관한 All-Agency Review Committee 의 권고 사항은 지난 10 년 동안 매우 효과적이었던 개선 

과정을 환영한다.  

커미션의 분별력을 나타내는 이 분야의 중요한 추가적인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 회중적 초첨 Congregational Focus. 우리 회중의 활력은 교회에 매우 중요하다. 지역 교회는 

미국장로교회를 위한 사역의 현장이지만 "개체교회는 ... 저절로 교회가 되기에  충분한 형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규례서, G-1.0101)라는 강력한 신념 하에, 회중의 지원은 국가 교회의 본질적인 우선 

순위인 교단의 모든 기관은 현재 개체 교회가 민첩하고 반응이 빠른 적절한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상호 간에 중간공의회와 협력 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는 있지만 중앙 구조는 우리의 국가적 구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교회의 초점 렌즈를 통해 우리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들의 지역 사회에서 선교적 

부름을 완전히 받기 위해 교회와 파트너하도록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중간 공의회 관계 Mid Council Relationships. 노회는 우리 교단의 핵심이라고 묘사되었다. 그들은 

특히 전이, 재개발 또는 위기의 시기에 회중과 직접 파트너십을 맺는다. 그러나 우리는 교단을 떠나는 

회중, 노후화 된 재산 및 줄어들고 있는 자원과 같은 교회 내에서의 중요한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이러한 공의회의 구조, 직원 배치, 자금 및 책임에 있어서 변화가 파도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대회의 역할 또한 전환점에 있다. 노회의 유급 직원들과 총회 사무국의 재조직 된 중간공의회 부서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가 부족하다. 개체 교회는 회중을 지지하는 노회와 대회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는 모범 사례와 상호 자원을 함께 탐구하기 위해 국가 직원과 

중간공의회 사이의 보다 밀접하고 긴밀한 연관성을 통해 가장 잘 수행 될 수 있다. 중간공의회와 

관련하여 진행중인 위원회 위임 행정 활동 (아래의 지속적인 전권위원회 행정 조치 6)은 

중간공의회와의 강력한 관계를 구축, 유지 및 육성하여 전국적인 지원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노력한다. 이미 많은 교회와 중간공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은 교회와의 

협력을 증진하고 더 나은 교제와 모범 사례 및 경험 공유, 그리고 교회로서의 성장을 위해 국가 

교회에 의해 세워지고 공유 되어야 한다. 

• 정보통신 Communications. 훌륭한 의사 소통은 강력한 비전과 훌륭한 전략 계획에서 비롯되며 

관계의 핵심 메커니즘이다. 6 개 미국장로교 기관마다 교회와 세계의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전달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이 있다. 그러나 전체 교회는 교단 차원에서 의사 소통을 위한 명확하고 일관된 

비전과 포괄적인 전략이 부족하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커뮤니케이션 채널들 사이에서 브랜딩, 

목소리 및 일관성이 결여 된 것을 보았다. 가장 분명한 예는 교단 웹 사이트에 실린 많은 반복이다. 

우리는 인쇄물에서부터 소셜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여 명확하고 사용자 친화적이며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희망을 분명히 들었다. 교회가 지역 및 전 세계에서 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아래에서 설명하고 이미 결과를 산출하는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의 

전권위원회의 지속적인 협력 작업은 하나의 단체 (아래의 지속적인 전권위원회 행정 조치 4)로서 

함께 협력하는 큰 약속을 보여준다. 



계속되는 전권위원회 행정 조치 ONGOING COMMISSION ADMINISTRATIVE ACTION 

Way Forward Commission 은 222 차 총회 (2016)에서 부여 된 권한 하에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224 차 총회(2020)에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1. 공유된 서비스 (전기관 검토 위원회 [AAR]와 함께함). 위원회는 AAR 과 파트너십을 맺고 6 개 기관 

모두와 함께 공유된 서비스 내 문화, 비용 및 효율성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파악했다. 변화의 목표에는 프로그램 

활동의 우선 순위 결정, 적절한 정책과 절차,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증대가 포함된다. 위원회의 계속적인 업무에서 

위원회는 행정 권한을 사용하여 (i) 프로그램 디렉터 및 공유 서비스 리더와 정책 및 절차를 검토하여 절차를 

개선, 단순화 및 수정하고 공유 서비스의 권한, 책임 및 전달을 명확히 하고 보다 민첩하고 반응이 빠른 행동을 

가능하게 하고 사역 / 프로그램 차원에서 의사 결정 권한을 확인하는 정책; (ii) 급여 처리, 법률, 정보 기술 및 

우편 / 인쇄 / 배포 서비스의 인소싱, 아웃소싱 또는 공유에 대한 권장 사항을 준비하기 위해 철저한 비용 및 

효율성 분석을 완료하기 위해 작업 그룹을 소집한다. (iii) 파트너십 및 비용 분담의 다른 영역을 제시 할 수있다. 

(iv) 공유된 서비스 범위 하에 번역 서비스 통합의 물류를 탐구한다. 

2. 재산 및 시설 사용 Property and facilities usage. 6 개 모든 기관의 간부와 선임 이사회는 위더스푼 

100 가 거리와 전국 교회의 모든 시설에 관한 일련의 회의를 위해 모였다. 계속 토론중인 주제에는 위더스푼 

100 가 거리에 있는 건물 내에서 머무르는 데 드는 비용과 가능성, 선교를 장려하는 시설 이용 및 각 교단 내 

환대가 포함된다. 

3. 기관 문화 Institutional Culture. 전권위원회는 장로회 선교국과 6 개 기관 모두에서 제도 문화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 참여의 구체적인 분야는 다음과 같다. (i) 앞으로 나아갈 길 전권위원회가 

개발한 기관의 기능 및 구조에 대한 비전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PMA 총무 청빙위원회와 대화를 나누고, (ii) 

업무 범위 및 (iii) 건강한 제도 문화를 방해하는 정책 및 절차의 변경에 관한 PMA 지도력 내각과의 대화를 

소집하고, (iv) 대화를 소집하는 등의 제도적 문화 변화 실행에 대한 컨설턴트 참여 인사 정책에 관한 PMA 의 

리더십 캐비닛과 특정 직책이 신앙인, 장로교인 또는 사역장로나 목사의 요구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4. 정보통신 Communications (전기관 검토 위원회와의 공동활동). 전권위원회는 정보통신 직원 및 대표 

임원과 계속해서 교섭 계획 및 정보통신의 변경을 안내하는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관련 프로젝트에는 

(i) 기관 전반의 커뮤니케이션 계획, (ii) 통합 스타일 / 브랜드 가이드, (iii) 통합 및 업데이트 된 웹 존재 및 소셜 

미디어 사용, (iv) 커뮤니케이션 부서의 역할, 책임 및 권한의 명확화 및 정의를 포함한다. 

5. 포괄성과 공평성 Inclusion & Equity. 전권위원회는 OGA 및 PMA 와의 대화를 계속하여 모든 기관의 

동등한 직원 대표로 다양한 목소리 표 그룹을 만들고 자리에 앉힌다. 이 그룹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번역 서비스를 

포함하여 교단 내 포함 및 형평성을 검토하고 서로를 업데이트한다. 이 그룹은 연례 협의를 포함하여 기존 협약에 

따라 간부 회의 및 네트워크와 협의 할 것이다 (부록 9 참조). 

6. 중간공의회 사역 Mid Council Ministries. 현재 정서기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해 

전권위원회는 (i) 중간공의회 부처 조직도를 재구성하여 중간공의회 사역을 위한 부서기의 지위를 확립하고 

중간공의회 부처 영역을 조정하며 (ii) 노회, 대회 및 전국 교회 간의 견고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간공의회의 

고려 사항, 가능성 및 기회를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간공의회 비전 팀을 창설하고, (iii) 선택된 지역의 

중간공의회와 협력하여 중간공의회 직원 두 명을 배치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탐구한다. 

7. 신학교 관계 Seminary Relations. 우리 미국장로교회와 관련된 12 개 신학교 총장 및 이사장들과 

신학교육위원회의 일련의 대화에서 변화하는 시대에는 성격,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 신학교들과 교단 간의 

관계에서의 기회들에는 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러한 협동적인 대화는 열정과 개방성으로 

계속된다. 

8. 재정적 발전 분석 Financial Development Analysis. 전권위원회는 기금 모금을 비롯한 청지기 활동에 

관한 대화에 참여하고 향후 협동 및 협력을 위한 영역을 파악하기 위해 6 개 기관 모두의 청지기/기금 모금 

직원으로 구성된 실무 그룹을 소집한다. 참여의 특정 주제에는 (i) 현재 각 기관 내에서 스튜어드십 (기금 

모금/자금 개발)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의 명확한 설명, 양육, 간원, 접수 및 모금 확인, (ii) 중복된 노력의 확인 

및 (iii) 행정 기관 간 특정 기회 제공의 정책, 사용 및 예산 영향 검토, (iv) 관리 비용 및 전달 된 자금 사용에 대한 

의사 소통 및 해석 검토, (v) 중간공의회 및 회중 (예, 만화경 Kaleidoscope)에 참여하는 사건 및 활동 검토, (vi) 

재단에서 개최된 헌신적인 기금 검토 및 사이 프리(cy-pres) 활동을 포함한 전략의 협업을 통해 재원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9. 법인 전이과정 “A Corp.” Transition Logistics (전기관 검토위원회와 공동 활동). 법인 A Corp. 권장 

사항이 승인될 시 전권위원회와 전기구 검토위원회는 PMA 이사회 및 COGA 의 대표자와의 협의를 통해 부록 10 



및 11 에 포함 된 제안에 대한 추가 개선 사항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많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이행한다. 

결론 Conclusion 

우리는 총회의 의지와 마음, 그리고 변화, 성장 및 충실함에 대한 요구를 표현하면서 우리가 종사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드린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교단, 특히 우리 직원들과 마주친 협력 정신과 에너지에 감사드린다. 

우리가 신앙과 희망으로 이 일에 접근했을 때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사랑과 인도에 대해 감사드린다.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 속에서, 우리는 더 넓은 교회의 지혜를 통해 성령의 인도를 기다리게 된다. 우리는 교회를 앞으로 

나아갈 길 전권위원회 Way Forward Commission 로 섬길 수 있는 엄청난 기회에 대해 총회와 미국장로교회에 

감사드린다. 

부록 APPENDIX 1 

전권위원회 회의 날짜 및 전권위원회 회원  

전권위원회 회의 날짜 Meeting Dates of the Commission 

2016 

December 11–13 In-Person Meeting (Auburn Seminary, New York) 

2017 

February 7 Conference Call @5:00–8:00pm Eastern 

March 5–7 In-person Meeting (Columbia Seminary, Decatur) 

April 18 Conference Call @5:00–8:00pm Eastern 

May 15–17 In-person Meeting (McCormick Seminary, Chicago) 

August 9 Conference Call @5:00–8:00pm Eastern 

September 17–19  In-person Meeting (Louisville Seminary, Louisville) 

October 24 Conference Call @5:00–8:00pm Eastern 

November 16 Conference Call @5:00–8:00pm Eastern 

December 12 Conference Call @5:00–8:00pm Eastern 

2018 

January 16-9 In-person Meeting (First Presbyterian Church, Seattle) 

February 5 Conference Call @5:00–8:00pm Eastern 

February 13 Conference Call @5:00–8:00pm Eastern 

February 15 Conference Call @4:00–7:00pm Eastern 

March 1 Conference Call @5:00–8:00pm Eastern 

April 5 Conference Call @12 noon–3:00pm Eastern 

April 17 Conference Call @5:00–8:00pm Eastern 

May 8 Conference Call @5:00–8:00pm Eastern 

May 22 Conference Call @5:00–8:00pm Eastern 

June 5 Conference Call @5:00–8:00pm Eastern 

Class of 2018 

 앞으로 나아갈 길 전권위원회 멤버십 

Way Forward Commission Membership 

 

 1. Samuel L. Bonner  BMR 56–65 New Brunswick  NE Commissioner/2016 Way Forward AC 

 2. Emily Marie Williams WFR 25– Grace SUN YAAD/2016 Way Forward AC 

 3. Raymond (Cliff) Lyda WMT 56–65 St. Augustine SA OGA Review Committee 

 4. Eliana Maxim    HFT 46–55 Seattle ANW PMA Review Committee 

 5. Eileen W. Lindner  WFT 56–65 Palisades NE COGA Member 

 6. Jo Stewart    WFR 56–65 Charlotte MAT PMAB Member 

 7. Sara Dingman  WFT 36–45 Missouri River 

Valley 

LAK Mid Council Staff Person 

 8. Julie L. Cox WFR 46–55 New Harmony  SA At-large 

 9. Mathew Eardley WMR 26–35 Boise PAC At-large 



10. Mark Hostetter, 

Moderator 

WMT 56–65 New York City NE At-large 

11. Adan A. Mairena HMT 36–45 Philadelphia TRI At-large 

12. Patricia Rarumangkay AFR 26–35 National Capital MAT At-large 

Class FR MR FT MT A B H M N W Multi D YA 

2018 4 2 3 3 1 1 2 0 0 8 0 0 3 

Total 4 2 3 3 1 1 2 0 0 8 0 0 3 

약력정보 – 앞으로 나아갈 길 위원회 2016 

Short Biographical Information—Members of the Way Forward Commission 2016 

Samuel L. Bonner (Presbytery of New Brunswick) 사무엘은 뉴저지 주 트렌톤 언약장로교회의 

재정위원장으로 당회를 섬기고 있다. 그는 대량감금에 관한 노회 테스크 포스 위원이다. 샘은 큰 단체의 위험도를 

분석하는 전문가로서 전국 은행 감사원이다.   

Julie L. Cox (Presbytery of New Harmony) 쥴리는 뉴하모니 노회 부총무 및 부서기로 섬긴다. 그녀의 

포트폴리오는 노회의 캠핑, 회중 발전, 교육과 양육, 선교, 예배와 영성, 목회자 후보 위원회, 목회위원회, 그리고 

프로그램 및 행정 카운슬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쥴리는 남 캐롤나이나 하츠빌 제일장로교회의 서기를 

섬기었고 이번 가을에는 어린이 주일학교를 가르치게 된다.   

Sara Dingman (Presbytery of Missouri River Valley) 새라는 링컨 트레일 대회의 8개 노회들 섬기는 대회의 

임시총무로 있다. 이 전에는 래이크와 프래어리 노회의 인터림 총무였다. 1998년도에 목사안수를 받고 새라는 

여러 유형의 회중과 상황에서 21세기 교회를 섬기었다.   

Mathew Eardley (Presbytery of Boise) 매튜는 아이다호 주 보이즈 제일 장로교회에서 선교위원장으로 당회를 

섬기고 있다. 그는 보이즈 노회의 재정위원회와 목회위원회를 섬긴다. 매튜는 비영리 단체를 위하여 회계부기를 

제공하는 회사인 Jitasa에서 일하고 있다.   

Mark Hostetter, Moderator (Presbytery of New York City) 위원회 위원장인 마크는 뉴욕시 제일장로교회 

기업선교담당 부목사이며 지난 20년간 대형 펀드관리 기업 대표로 일하였다. 마크는 어번 신학교의 현 

이사장이며 뉴욕 신학대학원의 전략기획 위원장, 고스트 랜치 이사장, Presbyterian Foundation 전략 자문위원, 

그리고 몬트리트 컨퍼런스 센터 이사로 최근에 선출되었다.   

Eileen W. Lindner (Presbytery of the Palisades) 아일린은 테나플라이 장로교회 목사이며 노회에서는 

목회위원회 및 이사회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다. 그녀는 The Yearbook of American and Canadian Churches 

2000–2013 편집장을 하였다.  

Raymond (Cliff) Lyda (Presbytery of St. Augustine) 클리프는 최근에 은퇴한 목사이며 시카고에서 이사하여 

플로리다 주 개인즈빌에 거주한다. 시카고 노회에서는 노회장 및 노회 갱신 새 조직의 리더로 섬기었다. 가장 

최근에는 총회 사무국 리뷰위원회 위원장으로 섬기었다.   

Adan A. Mairena (Presbytery of Philadelphia) 애이단은 서 켄싱톤 사역과 예던 장로교회 목사로 섬긴다. 

애이단은 미국장로교 도시목회 팀의 위원이고 교단 연금국의 이사장이었다. 애이단은 노회 위원회, 지역 

비영리단체 이사, 시 정치, 경찰국, 그리고 여러 기관들에게 필라델피아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Eliana Maxim (Presbytery of Seattle) 일라이아나는 지난 6년 동안 시애틀 노회 부총무로 섬기었다. 그녀의 주 

관심사는 교회 재발전과 재활성, 새 이민교회 공동체, 그리고 미션 파트너십이다. 일라이아나는 미국장로교 

히스패닉/라티노 교회연합의 부회장이다. 그녀는 220회 총회 (2012)에서 벨하 신앙고백서 위원회, 전체 교회를 

대상으로 인종, 인종차별, 민종, 민족우월주의를 논하는 위원회, 221회 총회 (2014) 선교국 리뷰 위원회를 



섬기었다.   

Patricia Rarumangkay (Presbytery of National Capital) 파트리시아는 매릴랜드 주 락빌의 엠마뉴엘 

인도네시아 장로교회의 장로로서 선교위원장 및 현재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녀는 노회의 이민목회 

네트워크(IMN)의 일원이고 젊은이들과 새 이민자 그룹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역과 프로그램에 열정을 갖고 

있다. 파트리시아는 현재 수도 워싱톤에 위치한 국제 금융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Josephene (Jo) Stewart (Presbytery of Charlotte) 조셉핀은 샬롯에 위치한 마이여즈 팍크 장로교회 교인이자 

글로벌 관계 팀의 팀장으로 지난 몇 년간 여러 가지 일을 하였다. 그녀는 총회 선교국 이사로 4 년 임기를 마치며 

지난 이년 동안은 부이사장으로 그리고 총회 사무국을 위한 선교국 이사 대표로 섬기었다. 조는 현재 장로교 투자 

및 융자 프로그램의 위원이다. 그녀는 Willis Towers Watson 회사의 주요 상임 컨설턴트에서 은퇴하였다.   

Emily Marie Williams (Presbytery of Grace) 에밀리는 텍사스 주의 Schreiner 대학의 다문화 정보학과 

3 학년에 재학 중이다. 그녀는 교회, 노회, 그리고 대회에서 다양한 위원회를 섬기었다. 에밀리는 언젠가 신학교에 

입학하거나 기자 혹은 전국 하키 리그 팀의 홍보 담당으로 일하기를 소망한다.   

 

부록 APPENDIX 2 

상담 및 대화 Consultations & Conversations 

Broad Surveys on Needs and Directions: 

January 2017 

July 2017 

Seminary Presidents, Board Chairs, and Faculty 

Committee on Theological Education 

Presbyterian Church Camp and Conference Association 

National Conference Centers: Montreat, Ghost Ranch, Stony Point 

Staff of all six national agencies 

Committee on the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COGA) 

Presbyterian Mission Agency Board (PMAB) (and its Governance Task Force) 

Board Chairs & Chief Executives of the Six National Agencies 

Previous Stated Clerks and Previous General Assembly Moderators 

Ecumenical Partners 

United Church of Christ 

The Episcopal Church 

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America 

United Methodist Church 

Mid Council 

Polity Conference 2016, 2017 

Mid Council Leaders Survey July 2017 

NEXT Church 

National Hispanic/Latino-a Presbyterian Caucus 

National Black Presbyterian Caucus 

National Caucus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National Middle Eastern Presbyterian Caucus 

Native American Consulting Committee 

National Asian Presbyterian Council 

Advisory Committee Racial Ethnic Concerns 

Presbyterian Women 

  

부록 Appendix 5  

“A Corp”의 이사회 구성 변경에 대한 권고  

 

권장 사항에 대한 추가 고려 사항 및 이론적 근거: 



정치형태의 F-1.0404 절은 "하나님의 선교의 동참"에 교회는 "하나님의 세상 안에서의 활동에 신실성과 

유익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 제도적 형태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더불어 위험을 볼 수 있는 새로운 

개방성"을 찾으라고 말한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 개방성은 A Corp 에 대한 본 권고안에 영감을 주었다. 

모든 세대에서 장로교인들은 교회가 너무 법인화 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우리가 이전 검토에서 제기한 

우려 사항을 해결하고 "A Corp"에 대한 자체 분석을 수행함에 따라 우리는 또한 이러한 우려를 들었다. G-

4.0101 에 있는 규례서는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회중 위의 각 공의회에 통합을 요구한다. 사실, 아래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교단에는 18 세기 이래로 그 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이 있었다. 따라서 교단과 그 기관의 

충실한 운영을 평가할 때, 총회의 법인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기업의 

형태가 교회에 충실히 봉사하고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우리는 현재의 형태의 기업, 특히 장로교 

선교국 이사회의 완전한 통제가 교회 전체의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실상 PMA 내의 비효율 성과 때때로 

문제가 되는 기능의 원천 중 하나라고 결론지었다. 

"PMA 는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전략적 의사 결정과 우선 순위 설정, 조직 문화 및 작업 환경, 다른 총회 

기관들과의 협력 노력을 포함한 많은 분야에서 심각한 약점이 있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이러한 중대한 약점이 

남아 있음을 발견했다. 우리는 이러한 중대한 약점의 근원 중 하나가 기업 지배 구조 기능을 다루는데 효과적이지 

않고 교회의 사명 방향을 실행하는 것보다 기업의 문제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이사회임을 

관찰했다. 교단의 선교사업을 직접적으로 방해한 많은 혼란들 - 1001 예배 공동체와 관련된 종업원 해고에 관한 

투명성 결여, 담당 총무의 오랜 자리 비움, 예비 기금의 불투명한 사용, 그리고 공유된 서비스에 대한 분쟁은 

기업의 이사로서 PMAB 멤버의 역할과 총회의 임무 지시를 이행하는 그들의 중요한 기능 사이의 충돌로 

발생했다. 

우리는 "A Corp."에 관한 우리의 작업을 투명하게 하였다. 공개 세션으로 "A Corp."에 대한 토론이 5 월 2 일 

회의에서 시작되어 공개적으로 보고 되었다. 우리 위원회와 WFC 의 대표는 2017 년 10 월 장로교 선교국 

이사회의 거버넌스 태스크 포스 대표들과 "A Corp."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연락했다. 우리는 "A Corp."문제에만 

전념하기 위하여 PMAB 대표와 몇 차례에 걸쳐 논의했다.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PMAB 의 

이사장과 다른 PMAB 대표들과 함께 "A Corp."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만났다. 또한 2017 년과 2018 년 초에 

교회의 다른 기관들과 다른 기관들의 지도력을 통해 수행한 것처럼, 우리는 COGA 와 그 지도력에 대한 문제를 

2017 년에 여러 차례 논의했다. 우리는 "A Corp."(18 세기 후반까지)의 역사, 그 형성 및 관리 문서 및 1983 년 

이후의 변화, "A Corp."의 감사가 시행 된 재무 정보, 여러 해 동안 PMAB 가 제출한 예산, PMAB 의 회의록 및 

"A Corp."회의 및 위원회 회의가 존재하는 한도 내에서 수 년 동안 진행되었다. 우리는 펜실베이니아 주 정부 

법률 문제를 놓고 기관의 이사회를 바꿀 때 "구조"가 필요한지 (제안한 것이 아님), "A Corp." 인사 활동과 같은 

자체 기능에 대한 PMA 의 일상 관리를 위임 할 수 있을지 (우리는 그러한 대표단을 제안한 것이다) 조사하였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의 결론은 분명하다. 선교 기관에서 기업 정신을 넘어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교기관을 자유롭게 하여 사역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기존 기업 법인의 건전한 감독을 보장하기 위해 

광범위한 기관 대표로 "A Corp." 법인이사회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A Corp 자체는 (미국장로교 재단 (이하 "재단")과 함께) 원래 우리 교단의 원래 18 세기 법인의 직계 후계이다. 

그것의 정관은 A Corp 를 "미국장로교회의 통합 된 보조 및 일부가 되도록 하며, 미국장로교 총회가 창립 한 

주요한 법인으로 행동하게 한다. . . . 미국장로교의 정치 형태에 따라 미국장로교회의 198 차 총회(1986)에서 

확인되고 선언 된 바와 같이, 재산을 양도하고 회사 업무의 관리를 용이하게 한다. 

이 역할에서 "A Corp"은 재단이 보유하지 않은 교단의 거의 모든 재산과 자산을 보유한다. (미국장로교 연금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연금국 이사회")은 교단의 자산이 아니라 그 연금국이 제공하는 복리 후생 플랜의 회원을 

위한 자산임) 일반적으로 재단은 장기적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A Corp"는 일부 재단 자산의 수익권을 

보유하고 교단의 현재 운영 자금을 취급하며 교단의 운영 자산 (예: 켄터키 주 루이빌 100 Witherspoon St.)을 

소유한다. "A Corp"는 장로교 선교국("PMA")과 (총회와 마찬가지로) 합병되지 않은 교회 기관인 총회 

사무국("OGA")이 필요로 하는 고용, 계약 및 자금 처리와 같은 세속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A Corp"은 재단, 연금국, 장로교 투자 및 융자 PILP 및 장로교 출판사와 같은 다른 4 개의 교단 기관과도 

협력한다. 

"A Corp"에는 많은 역사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적절한 역할이 분명하다고 믿는다. 교회의 모든 사람들과 

공의회를 직접 대표하는 총회는 신학적인 입장을 분별하고 발표하고, 선교를 정의하고, 선교 우선 순위를 정하고, 



그러한 것들을 성취하기 위한 목표 (소득과 지출 모두)를 승인해야 한다. 총회의 여섯 기관은 이 높은 수준의 

결정을 이행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교회의 사람들과 공의회를 지원해야 한다. "A Corp"은 이러한 노력에서 

기관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특히 PMA 와 OGA 의 가장 권위있는 두 교회 기관이다. 

우리는 "A Corp"의 정치 구조가 이 역할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사회와 임원회의 정치 구조는 현재 

그렇지 않다. 

• "A Corp." 이사회에는 현재 40 명의 멤버가 있다. 비록 자체 거버넌스 태스크 포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숫자를 줄이길 권장했지만, 그 숫자는 PMA 임무 역할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20 명 이상으로 유지 될 

것이다. 

• 40 명 모두 PMA 이사회 출신이다. 실제로 이사회는 서로 동일하다. 

• PMA 의 담당 총무는 자동적으로 "A Corp."의 이사장이다. 

• PMA 의 임무 역할과 PMA 이사회의 "A Corp."운영 간에 혼란이 있다. 

• "A Corp."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러한 혼란으로 인해 다른 기관, 특히 OGA 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제공되는지 여부에 대한 불만이 있다. 

• "A Corp."를 통한 기관 활동의 조정 기회는 실현되지 않았다. 

• "A Corp."이사회는 너무 커서 자신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없다. 

WFC 와 함께 제안하는 이 권고안은 "A Corp."을 통치하는 더 좋은 방법을 의미한다. "A Corp"이 교회의 기관을 

지원하고, 해당 기관의 임무를 통제하거나 한 기관의 선호를 지지하지 않도록 기업 기능을 수행하도록 허용한다. 

"A Corp"는 이사회의 이러한 변화로 인한 추가 구성 및 사장 선출의 권한이 없다. ("A Corp"는 예를 들어 

PMA 의 사명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A Corp"와 PMA 의 혼란을 없애 줄 것이다. 이는 

PMA 가 사명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A Corp"가 스스로를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게 한다. 그들은 

기관들, 특히 OGA 와 PMA 사이의 "A Corp" 서비스의 공정한 공급에 대한 불신을 감소시킬 것이다. 그들은 기관 

간 협력을 위한 더 나은 플랫폼을 제공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A Corp."의 소규모 이사회가 여전히 우리 교단의 다양성을 광범위하게 대표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우리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단계를 권고한다: (1) 전문성 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보장하는 기존 기관의 이미 다양한 위원 공천; (2) 인종 문제에 대한 옹호위원회 (Advocacy Committee for 

Racial Ethnic Concerns)와 여성 문제에 대한 옹호위원회 (Advocacy Committee for Women 's Concerns)의 

공천 보장 (3) 총회 대표위원회 (General Assembly Committee of Representation)의 의견으로 선정된 3 명의 

일반 의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변화는 또한 과도한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산이나 부채의 소유권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A Corp."의 사장이 되어야 하는 새로운 결정 이외의 인원 변화를 초래할 수는 있지만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본 위원회 또는 Way Forward Commission 이 권장하기를 원하며 다른 분야에서 추구하는 변화들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들 Frequently Asked Questions 

1. "A Corp."에 대해 "문제 진술"을 작성해야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문제이거나 문제가 구체화 되었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A Corp."에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단 (특히 6 개 주요 기관)의 다양한 시각을 청취 할 때 핵심 질문은 "기관들이 (그리고 총회가) 어떻게 

협력하여 교회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PMA 가 아닌 OGA 와 교단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돈을 지불하고 인원을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A 

Corp."을 일종의 "유틸리티"로 간주하며 그 논리적인 다음 질문은 "A Corp. 이 우리가 더 잘 함께 일할 의사가 

있는 것을 반영하고 수행 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현재의 권고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입니다. 

2. PMA 와는 별개의 기관을 만들면 어떻습니까? 

"A Corp."은 PMA 와 별개입니다. PMA 도 OGA 도 회사 형태가 아닙니다. PMA 는 교회의 선교 

단체이고 OGA 는 교회의 정치 구조 지원 단체입니다. PMA 나 OGA 가 세속적인 일 (예: 계약 체결)을 해야 하는 

경우, "A Corp."이 이를 수행합니다. 

3. 이 제안은 어떤 기금이나 재산의 소유권을 변경합니까? 



아닙니다. "A Corp."(또는 다른 기관 또는 단체) 이 소유한 모든 자금 및 자산은 여전히 그대로 소유하게 

됩니다. 이 제안은 그것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4. 이 제안서에 "A Corp."직원의 추가 비용 지출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A Corp."의 이사회가 생각하는 회사가 직원을 더 많이 또는 더 필요로 하는 지의 여부는 

오늘날처럼 이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입니다. 

5. 이 제안은 PMA 의 담당 총무가 더 이상 "A Corp."의 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어쩌면 그렇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제안은 "A Corp."의 담당총무가 더 이상 자동으로 "A 

Corp."의 사장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A Corp."의 이사회에서 그 직책으로 선출 될 수 있지만 그 역할을 

자동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A Corp."의 이사회는 비록 PMA 담당 총무가 원하다 하여도 그를 "A 

Corp."의 사장으로 선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6. 이 제안은 "A Corp."와 재단 사이의 싸움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기증자가 미국장로교회에 헌금한 목적 및 기부금과 관련하여 의견이 분분 할 수 있는 분쟁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현재로서의 해결책)은 모든 기관 (또는 "A Corp.")의 이사회가 

구조화되기 때문에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제안은 "A Corp."과 재단 사이의 자금 및 재산의 현재 

소유권을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새로운 분쟁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7. PMA 담당 총무는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 A Corp. 이사회 또는 PMA 이사회? 

제안 된 변경 사항은 모든 기관의 보고 구조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PMA 담당 총무는 PMA 이사회에 

계속 보고 할 것입니다. 

8. 현 PMA 이사회가 이사회로 남거나 (COGA 와 유사하게) 위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제안 된 변경 사항은 PMA 이사회 또는 현재의 책임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한 예로서, 우리는 PMA 

이사회가 PMA 의 업무 예산을 계속 제안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날 "A Corp." 이사회는 PMA 이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항상 PMA 이사회와 다른 별개의 이사회로 작동해야 합니다. 

현재 두 이사회는 "A Corp."의 조례에 구체화 된 규칙에 의해 정확히 같은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제안은 "A Corp."이사회의 이사들을 변경 하고 PMA 담당 총무를 "A Corp." 사장으로 자동 임명하는 것을 제거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부 사항에서 주의를 요합니다. 근본적으로 

복잡한 생각은 아닙니다. 

9. PMA 의 새로운 담당 총무가 자동으로 "A Corp."의 사장이 되지 못함으로 자신이 "힘을 잃어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담당 총무 청빙에 관련된 사람들은 보고하기를 

후보자들은 자금 관리 및 지원 서비스로 선교국과 기업의 세부 사항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선교에 더 집중할 수 

있음에 더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10. 각 기관의 비공식 "의장 및 참모" 회의를 "A Corp." 이사회 대신 편성하는 것이 왜 아닙니까? 

우리는 각 기관의 직원("장")들이 자동으로 "A Corp."이사가 됨이 좋은 정치(그리고 우리의 규례와 

일치하지 않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각 기관의 책임자(대표)들이 "A Corp." 이사회를 섬김이 간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사회에서 봉사하는 결정은 각 기관 이사회가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그들은 리더들이 지자체의 노력에 집중하는 것을 선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느 이사회에서나 

"일반"회원 몇 명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여깁니다. 

11. 이 권고안은 이미 복잡한 시스템에 또 다른 복잡성의 단면을 추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A Corp."이사회의 크기를 줄일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기관들 

간의 조정에 대한 장벽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 교단에 새로운 기관을 추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12. 새로 제안 된 정치 구조 하에서 누가 "A Corp."에 자금을 조달 할 것입니까? 

"A Corp."의 자금 조달원은 현재와 같이 제안 된 구조 하에서 동일 할 것입니다. 

13. "A Corp."이 미국장로교회의 다른 국가 기관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제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다른 단체들과 

교단들에 똑같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14. 이 제안은 Way Forward Commission 과 All Agency Review Committee 에 의해 만들어 질 다른 제안들과 

어떻게 잘 들어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제안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우리는 이 제안과 그 사이에 

어떠한 충돌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기관 검토위원회는 교회가 정치형태의 F-1.0404 절에 있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함이라는 지침을 기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제도적 형태가 하나님의 세상 안에서의 

활동에 신실성과 유익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 제도적 형태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더불어 위험을 볼 

수 있는 새로운 개방성"을 질문하여야 합니다. 위원회는 2010 년에 전임자가 지적했듯이, “기관 간의 협동이 

우선시 됨......"을 또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나아갈 길 전권위원회는 총회가 지시 한 바와 같이 "교회 

기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비전을 확인하고" 현재의 조직 구성에 구애 받지 않기 위해 헌신합니다. “교단의 

헌법으로 위임 된 곳을 제외하고 모든 부처는 현재 구성에 구애 받지 않기를 바라며 개선을 위해 명확하고 

상세하고 측정 가능한….권고안들을 기관들에 의한 이행을 위해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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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빌립보서 1:3-5 

빌립보 교회의 서신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 각자, 곧 앞으로 나아갈 길 전권위원회 위원들의 심정으로 잘 

전달되는 줄 압니다. 개인적으로나 전체적으로나 저희는 미국장로교회의 모든 회중 및 교인들의 신실함에 대해 

깊고도 지속적인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동안,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 교회의 긴급한 부르심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은혜에 대한 큰 기쁨과, 희망과, 확신으로 

우리는 떠오르는 21 세기 교회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쇠퇴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나, 제도적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구조물을 조작하는 방법들이 

우리의 책임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총회 의견, 정서기의 권고, 수백 명 장로교인들의 조언과 격려의 

말들을 통해 부름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더 과감한 코스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변화하는 교회라고 믿으며, 우리의 일과 증거의 방식은 현대 생활의 역동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 과제의 중간시점에서 교회 전체 장로교인들과 함께 우리의 생각과 진행을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사려 깊은 성찰, 피드백, 및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을 위한 기도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빌 1:6-7) 

기관 및 위원회들과의 조정 Coordination with Agencies and Committees  

우리는 교회 전체에서 기관들과 사역들이 제공하는 풍부한 정보를 계속 수집, 검토, 및 통합합니다. 우리가 보다 

효과적인 봉사를 위해 교회를 개혁 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가 주어졌음을 인식하고, 공동의 사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을 반영하여 앞으로 나아갈 길 전권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 접근의 확인.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기업 "문화"에 대한 태도로 일하는 것은 전체 

교회의 분위기, 접근 방식, 및 공동의 기본 가치를 결정하는데 중요합니다. 위원회는 

http://www.pcusa.org/resource/way-forward-commission-affirmation-approach/ 에서 찾을 수 

있는 "접근의 확인 Approach of Approach"에 대한 분별을 발표했습니다. 

• 기관 이니셔티브. 우리는 권장된 개선 사항을 상호 확인하고 구현하기 위해 6 개 총회 기관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요약본이 수집되어 제공되는 대로 즉시 공개될 예정입니다. 

• 모든 기관 검토 및 2020 비전팀과의 조정. 우리는 현재의 현실에 대한 우리 교단의 정체성, 기능, 및 

구조를 조사하기 위해 222 차 총회(2016)에 의해 설립된 두 위원회와 연계하여 대화를 나누며 작업을 

계속합니다. 

떠오르는 주요 테마 Major Themes Emerging 

"교회로서의 우리의 주된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위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222 차 총회 공동 총회장 (2016) 잰 에드미스톤 Jan Edmiston) 

우리의 분별력에 있어, 이 7 개 분야는 총회 기관을 위한 적응력 있고 효과적인 구조 변화에 관해 생각할 때 

주의와 재 시찰이 필요한 분야로서 제일 먼저 식별됩니다. 

1. 회중에 대한 집중. 개체 교회들은 미국장로교회를 위한 사역의 현장이지만 "그 자체로서는 교회가 되기에 

충분한 형태가 아니다"(규례서, G-1.0101)라는 강력한 신념 하에 있습니다 (그러나 회중의 지원은 교단 

전체의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입니다). 우리는 교단의 6 개 기관 모두가 현재 각 지역 교회에게 민첩하고 

즉각적이고 적절하고 상황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중간 공의회와 협력 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는 있지만 교단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질문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지역 사회에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교회와 가장 좋은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까? 

2. 선교적 우선 순위. 우리 분별력의 최전선은 예수 그리스도와 미국장로교회에 대한 우리 공동의 봉사에서 

교회와 세상에서 큰 차이를 만드는 우리 총회 직원들의 충실함과 노력을 감사함에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선교적 측면을 강화함에 있어서, 기업 또는 행정 책임이 아닌 선교를 전하는 혁신적인 모델이 총회 

기관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이 되어야 함입니다. 특히 장로교 선교국은 재능 있는 직원들에게 장벽을 

만들고 회중, 중간 공의회, 및 세계 에큐메니칼 파트너 들과의 사명 및 조정에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지 

못한 기업적 책임이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의 중요성과 총회의 자금 및 업무에 내재 된 

청지기 직분을 인식하여 우리는 가장 혁신적인 선교 참여 방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다양성과 리더십. 교단 인구 통계는 과거의 전통적 다수를 계속 반영하지만, 우리 문화에서 대표되는 

모든 다양성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교회의 핵심입니다. 정체성, 선교, 및 성장과 관련하여 우리는 그 

다양성을 우리의 기능과 구조에 통합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의 교회 지도자들을 준비시키고, 지도력 

개발 행사, 프로그램, 및 훈련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지도자로 선임 된 

목사, 사역 장로, 그리고 떠오르는 소수민족의 평신도 사역자 (장로)가 포함됩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되고자 하는 교회의 가장 적합한 대체 목회 지도력 패턴을 격려하고 지원하려는 의지를 포함 합니다. 

4. 중간 공의회 관계. 노회는 우리 교단의 핵심이라고 묘사되었습니다. 그들은 특히 전이, 재개발 또는 

위기의 시기에 개체 교회와 직접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협의회의 구조, 직원 배치, 

기금, 및 책임에 있어서 바다의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회의 역할 또한 전환점에 있습니다. 노회 

수준의 유급 직원들과 총회 사무소 내 재조직 된 중간 공의회 부서에 영향을 주는 자료가 부족합니다. 

개체 교회는 회중을 지지하는 노회 및 대회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5. "교회"로서의 기능. 교회는 오늘날 복음 진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단을 대표하여 공적 증인으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과 교단 내에서 중앙 목소리로 봉사하는 

사람 모두에게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인지합니다. 현재의 모호성은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구조, 

역할, 및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서기의 책임과 직책, 우리의 규례서에서 요구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선출된 이 직책이 교단을 대신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또한 총회장 및 여러 기관의 

사무총장들의 목소리가 갖는 역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부분에 대한 책임이 교회의 

중심에 없기에, 교회가 "교회" (위의 기능, 운영, 집행, 지원 등)로서의 우위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http://www.pcusa.org/resource/way-forward-commission-affirmation-approach/


우리는 정서기의 잠재적인 역할을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관할권은 공유된 권한이며... 

공동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규례서, F-3.0208)의 개혁된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 기능을 강화하려고 

노력합니다. 

6. 재협상 된 행정 지원. 우리는 두 번째 주제에서 언급했듯이 총회 기관의 선교적 구성 요소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기업 및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분별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조사해야 할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행정 서비스가 모든 기관에 중앙 집중화 될 수 있고, 있어야 하는가? 기업 및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일부 기능을 아웃소싱 해야 하는가? 이러한 서비스를 최종 

사용자에게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게 하는가? 

7. 효과적인 의사 소통. 우리는 교단 전체에 걸친 수많은 커뮤니케이션 채널 중 브랜딩, 목소리, 및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분명한 예는 교단 웹 사이트와 많은 반복입니다. 인쇄물에서부터 

소셜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여 명확하고 사용자 친화적이며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요구가 있으며 미국장로교회가 지역 및 전세계에서 하고있는 작업을 알리기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피드백 초대장 Feedback Invitation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올바른 방향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우리가 확인한 주제 중에서 당신에게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 이 주제에서 누락 된 것은 무엇입니까? 

• 주제들을 하나의 우선 순위로 제시했습니다. 어떤 변화를 주겠습니까? 어떤 주제가 우선되어야 합니까? 

• 우리가 계속하여 일을 하도록 전권위원회에 조언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질문들에 답변하고 다음 링크에서 다른 의견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urveymonkey.com/r/WFCMid-termreport 이 링크는 2017 년 7 월 1 일부터 15 일까지 개설 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5 월 회의에서 전권위원회에 영감을 주었던 시에서 몇 구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과 공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과거를 회상 할 시간이 없습니다. 
현재에 대해 생각할 때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일을 계획 할 때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시간입니다. 
희망에 의해 고양 될 때입니다. 

-마틴 욘츠 Martin L. Yonts, "인생의 명상" 

 큰 희망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을 모두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여러분의 계속 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부록 APPENDIX 8 

Current Structure of PC(USA) 

Current Structure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as Outlined in the Organization for Mission 

Chart provided by Presbyterian Mission Agency 

https://www.surveymonkey.com/r/WFCMid-termreport


The 2nd page of this appendix is the All Agency Report to the 222nd General Assembly (2016) 

 

 
 

 

 

 

 

 



 



부록 APPENDIX 9 

장로교 선교국 지침서에서 From Presbyterian Mission Agency Manual of Operations 

부록 Appendix 14 

미국 장로교 내의 인종 간 코커스의 역할과 관계에 관한 이해의 언약 

Covenant of Understanding Regarding the Role and Relationship of 

Racial Ethnic Caucuses within the Presbyterian Church (U.S.A.) 

다양한 형태의 인종 간 코커스는 적어도 1800 년대 이래 장로교 역사와 정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최초의 기록 된 코커스는 1856 년에 흑인 성직자에 의해 뉴욕시에서 조직되었다. 코커스는 교회와 공동체에서 

인종적 정의를 옹호하고 장로교회의 삶과 사명에 흑인 참여를 극대화 하기 위해 다른 목표들과 함께 조직되었다. 

(Gayraud S. Wilmore 박사의 논문에서 인용, The Black Presbyterian Caucuses- 유산을 전하며 - 1998) 

우리 교회와 사회가 인종적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인종 간 코커스의 발달은 1970 년대 초부터 교회는 아시아, 

히스패닉, 본토 아메리카, 그리고 최근에는 중동 지역의 장로교인들을 포함하며 증가했다. 이들 코커스는 인종부 

사무소와 다른 사법부(현재 중간 공의회)를 통해 총회와의 협력 관계로 강화 된 옹호와 프로그램적인 역할을 

했다. 많은 경우, 대회는 개 교회 차원의 지역구 관계자들과 관련되어 협력하는 코커스 회의의 주요 연결 

고리였다. 

교단 생활이 계속되는 동안 인종 간 코커스는 교회 내에서 그들의 관계와 분명한 역할을 잃어버린 심각한 감각을 

경험하고 있다. 코커스는 장로교 선교국과 인종 및 여성 사역에 관한 사무실을 통해 총회와 관련이 있지만, 그 

관계가 의미하는 바와 그 관계에 대한 기대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없다. 

미국장로교를 창설한 1983 년 재연합 이후, 코커스의 옹호와 선교적 역할과 모든 수준의 교단과의 관계에 대해 

명확성이 부족했다. 

“이해의 언약”의 목적 PURPOSE OF “THE COVENANT OF UNDERSTANDING” 

본 "이해의 언약"은 협력, 공유 된 신념, 보완적인 비전 및 상호 존중에 기반해 구축 된 적극적이고 신뢰적인 

관계를 재 구축하려는 시도이다. 미국장로교 내의 인종 간 코커스의 적절한 역할과 관계, 특히 총회, 총회 사무국, 

장로회 선교국, 그리고 이번에는 변화하는 삶에서 함께하는 중간 공의회와의 적절한 역할과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위한 규약의 의도이기도 하다.  

인종 간 코커스는 미국장로교회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장로교 회원권을 가진 모든 사람과 모든 단체에게 예배, 

정치, 그리고 새로 나타나는 삶에의 완전한 참여와 대표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누구도 이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어떤 이유로 참여나 대표의 권리를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F-1.0403)를 지킨다. 

재 연합 후 민종계 코커스에 대한 규례서 참고문: 

1. 합의조항 ARTICLES OF AGREEMENT (규례서 2016-2018) – Article 8.2 – 8.3 민종 대표 참여와 조직 

– 은 다음의 성명을 실고있다: “미국내 민종계 회원들 (아프리카계, 히스패닉계, 아시아 혈통과 본토 

아메리카 장로교인들)이 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전적으로 참여하고 접근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하며, 

민종계 코커스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8.2 “총회 중앙협의회(지금은 장로교 선교국)는 8.2 명시된 

다양성과 포괄성의 원칙과 일치되게, 교단 민종 코커스와 협의하고 입력정보를 받아들여야 하고, 그러한 

협의에 필요한 경비의 준비금을 마련해야 한다. 그와 같은 협의 목적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민종교회와 목회 지원의 우선순위 결정, 

• 민종교회 개발을 위한 교단적 전략 개발, 

• 역사적으로 아프리카 계 미국인과 타민종 그룹의 필요를 위해 운영되어 왔던 학교와 기타기관의 

기금과 운영상 필요를 보장하는 방법을 추구하는 일.” (8.3) 

민종계 코커스의 역할을 분명히 함 CLARIFYING THE ROLE OF RACIAL ETHNIC CAUCUSES 

정의 A Definition: 

코커스라는 말은 앨 고킨 (Algonquin) 아메리카 인디언 고유 언어로 된 동사에서 나온다. 코커스(Caucus) 란 

비슷한 성격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집단적 목표를 추구하는 단체이다.  

미국장로교의 민종계 코커스는 불평등, 불의, 가부장주의 및 인종주의를 극복하고 교회 선교에 있어서 완전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를 지원한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억압받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한때 침묵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교회에 도전할 위험을 감수한다. 민종계 코커스는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교회 행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로 책임이 있는 그들 자신의 지역구에 의해 창안 된, 스스로 

결정하는 동호회이다. (Helen Locklear 목사의 코커스 목적, 2003). 

전국 코커스의 역사적 역할 Historic Role of National Caucuses: 



다음은 장로교 내의 민종계 코커스에 의해 착수 된 역사적인 역할들이다. 이 역할의 많은 부분은 재결합 이후 

발생한 교단의 변화를 기반으로 변경되었지만 오늘날에도 계속된다. 

1. 모니터링 - 인종적 / 다 문화적 회중 전환과 인종 정의를 위해 일하는 교회의 양심으로서의 역할. 

2. 옹호 - 교단의 교회와 공동체를 대신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기금 마련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활동하며, 

여기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모든 교회 차원의 중간공의회 및 기타 의사 결정기구; 새로운 회중 발전 및 

회중 전환과 관련된 문제들; 인종 여성, 청소년, 청년 및 모든 연령대의 정의 문제; 신흥 국가들의 

관심사도 포함된다. 

3. 프로그램 - 회중의 관심사, 역사적인 연구, 사역에 관심있는 민종계의 모집 및 확보와 관련하여 교회의 

모든 수준에서 적절한 기관을 돕고, 프로그램 분야, 공의회 및 직원 직책에서의 지도력 역할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회중, 중간공의회 및 적절한 총회 기관과 협력 한다. (Helen Locklear 목사의 

기사에서 인용) 

4. 교육 - 미국장로교회의 모든 회원 및 특히 민종계 장로교인들과 그 지역 사회의 고유한 문화적 뉘앙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동참하도록 관련시킬 수 있게 하는 주요 자원으로 

사용된다. 

코커스는 총회 및 장로교 선교국 이사회에 직접 접근 할 수있는 민종계 관심사 지원위원회 (ACREC)를 통해 

장로교 선교국 이사회와 총회와 관련된다. ACREC 의 주요 책임은 인종 민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다. ACREC 의 임무는 프로그램적인 사역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ACREC 은 인종 간 회의와 관련하여 

주요 관심사이며 중점을 두고있는 인종 공동체 및 지역 사회와 관련된 정책을 지지 할 수 있다. 

제 205 차 총회(1993)에 의해 승인 된 총회의 "모양과 형태"과정은 총회 차원에서 코커스의 지지 역할과 

모니터링 역할을 ACREC 에 공식적으로 할당 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중간공의회에서 코커스와 관련된 구성 

회의에 관심을 갖는 프로그램 및 공동체 문제와 관련하여 코커스에 대한 적절한 지지 역할이 계속된다. 이러한 

문제 중 일부는 현지 집중으로 ACREC 의 옹호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현재의 민종계 코커스 5 개 (아프리카 계 미국인, 아시아계, 히스패닉계, 중동 계, 아메리칸 인디언)는 총회 공천 

절차를 통해 ACREC 에 선출 될 각 임원 한 명을 선출하여 4 년 임기로 봉사한다. 

민종계 코커스는 코커스와 관련된 인종적으로 다양한 회중을 포함하는 "제자의 언약 공동체를 양성(G-

3.0501c)" 하기 위한 헌법상의 책임을 총회에서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미국장로교 내에서의 인종적 민종계에 대한 제안 된 관계 

1. 민종계 코커스(Racial Ethnic Caucuses)는 인종 민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총회 

사무국(OGA), 장로교 선교국(PMA) 및 인종 문제에 대한 옹호위원회 (ACREC)를 통해 총회와 관련된다. 

2. 장로교 선교국과 총회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사안들에 대해 민종계 코커스와 상의하고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 민종 교회와 사역을 돕기 위한 우선 순위 결정, 

• 민종 교회 개발 / 변형을 위한 교단 전략을 개발하고, 

• 역사적으로 흑인계 미국인 및 기타 인종 그룹에 봉사해 온 학교 및 기타 기관의 향후 재정 지원 및 

운영 필요성 결정인(협정 조항, 제 8.2-8.3 항에 따라) 2014 년 9 월 19 일 장로교 선교국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할 수 있다"는 장로교 선교국에 의한 "해야 한다"로 해석되어야 한다. 

 

장로교 선교국(PMA)는 민종부 및 여성부 부처와 협의하여 적절한 경우 PMA 이사회가 계획한 

사역에 관한 코커스 회의 권고안을 검토 할 수 있는 절차를 개발하도록 요청 받았다. 

3. 교회의 중간공의회는 인종 공동체 및 지역 사회와의 선교 전략 개발 및 실행, 인종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사역을 위한 인력 모집에 민종계 코커스의 자문 자원을 활용하도록 장려 될 것이다. 

4. 민종계 코커스는 옹호 문제에 있어 인종적 문제에 대한 옹호위원회 (ACREC)와 계속해서 연관 될 것이다. 

5. 민종계 코커스는 이 직책의 역할에 부합하는 문제로 각 공의회 지원부를 통해 민종계 및 여성 부처와 

관련이 있다. 회중 지원 사무소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모든 회중 지원 부서에 자문위원회가 

구성되도록 권장한다. 각 자문위원회는 최소한 두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6. 총회의 정서기와 장로교 선교국 사무총장의 지속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5 인의 

코커스(의장/사회자/회장) 의 지도자들은 최소한 2 번의 예정된 전화 컨퍼런스를 소집 할 예정이다. 

정서기 및 사무총장과 매년 전화회의를 한다. 이 부름의 스케줄은 민종계 코커스 지도부로부터 총회에 

적절한 헌의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코커스 지도부 또는 정서기/사무총장이 필요에 따라 민종계 

코커스 지도부의 의견을 제공하는 시간에 개최되어야 한다. 



7. 민종계 코커스 인종 리더십은 코커스 간의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유지하기 위해 적어도 2 번 전화 

컨퍼런스를 개최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에는 정보 공유 및 의견 공유를 확대하기 위해 ACREC 의 

코커스 대표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전화는 정서기와 사무총장과의 전화 회의 의제를 

계획하고 개발하기 위한 준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직원이 없이 회의의 특권을 부여받은 코커스 

대표와 적절한 코커스 직원은 이러한 대화에 참여하도록 초청받을 수 있다. 

협상을 위한 기금 마련 SUGGESTED FUNDING FOR CONSULTATIONS 

1. 총회 기관이 요청한 협의를 위한 기금은 해당 기관이 제공한다. 

2. 사무총장 및 정서기와의 전화 회의 자금은 각 사무실에서 제공한다. 

3. 민종계 코커스 간의 전화 회의 자금 조달은 각 코커스가 자금을 지원한다. 

결론 CONCLUSION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메시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나누어 주시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에베소서 4:11-12) 

우리는 이 제안 된 이해의 언약이 미국장로교회에서 민종계 코커스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 

• 총회 및 중간공의회의 전체 공헌 파트너가 되려면, 

• 인종/다문화 교회와 공동체의 삶과 사역, 선교를 풍요롭게 하며 

• 전체 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풍성한 은사, 문화 및 헌신을 함께 나누기 위해, 우리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를 추구하며 이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충실히 섬긴다 (에베소서 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