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회의 총회와 전권위원회의 대표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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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지난 3년간 동북대회는 주의깊은 경청, 심사숙고, 그리고 희망에 찬 상상(想像)의 과정에 
관여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우리가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미래의 교회로 되어가는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이해가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전통적인 이해는 기실 많은 다양하고 젊은 목소리를 통치의 테이블에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새롭게!전진하는!길의 여정에서 우리는 의사결정하는 
데에 지금까지 충분한 목소리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과소평가된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기로 강렬하고 공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회들이 교역장로 
(목사)나 사역장로 (장로)의 직에 안수받지 않은 사람들도 대회의 총회나 전권위원회에 
파송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내규와 시행세칙들을 바꾸는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열린 대회의 총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했고 회원노회들의 다수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의사결정권을 목사와 장로들에게만 주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은 우리의 젊은 지도자들, 소수민종 관계자들, 이민자, 그리고 노회 구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복음공동체를 통한 다른 단체들 등을 모두 포함하는 우리의 가치관에 중대한 
장애가 된다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통치 테이블에서 투표하는 사람을 
장로들(목사, 장로)로만 규정하는 것은 이 공동체의 회원들이 교회의 미래를 이루어 
나가는데에 그들의 충분한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James MacKellar와 동북대회 간의 재판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고 믿기에 대회가 대표성의 문호를 개방한 우리의 내규와 
시행세칙의 언어를 총회재판국이 무효화한 결정에 대해 실망합니다. 그 결정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광의(廣義)의 대표성의 잇슈는 전(wider) 교회에 
중요합니다. … 221차 총회(2014)는 총회 서기국 위원회로 하여금 당회들이 청장년들을 
장로의 직에 포함시키는 것을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미국장로교의 생활과 사역의 모든 
차원에서 청장년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논의를 계속하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우리는 전 
교회가 이 논의를 계속할 것을 강력하게 격려합니다. ” 
당회가 이민공동체를 섬기는 비전통적인 복음공동체의 지도자들뿐 아니라 젊은이들을 
포함시켜 그들을 안수하게 하는 이 논의는 미국장로교회의 오래된 일입니다. 불행하게도 
그 결과는 별로 신통치 않고 당회가 새로운 장로들을 테이블로 이끌어 내는 일이 널리 



 

 

분포되지도 못했습니다. 새롭게!전진하는!길을 통해서 대회는 이 지도자들에게 
(통치의)테이블로 나오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목소리들이 우리의 일에서 중요한 방법으로 통합되도록 계속 일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 실행할 때라고 믿습니다. 사회와 교회에서 중요한 변혁의 시기에 새로운 
선교적이며 목회적인 기회가 있고, 다양한 상황에서 그들의 은사와 재능을 여러 다양한 
모양과 형태와 사역의 방법으로 섬기며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지도력을 
개방하도록 요청하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와 공헌은 우리 대회와 
미국장로교와 미국 기독교에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축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회로서 우리는 계속 우리 대회의 위대한 다양성을 구체화할 수 있는 모든 핵심가치를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222차 총회에 헌의안을 올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때 여기에서 이 여정에 
동참하여 함께 해 주시기를 초청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과 한 공동체를 이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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