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번째 장 

동북대회를 위한 전진하는 새로운 길 을 찾고 촉진하는 일은 2011년 대회 총회(Synod

Assembly) 이래 진행되어 왔다. 그 때 동북대회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결하였다. 

1 대회 전역에 걸쳐 그룹과 개인들의 희망과 관심사를 청취하는 일

2 지난 2005년 이래 발생한 기존 발의안들에 대한 검토

3 중간 공의회 전권위원회(Mid Governing Council Commission)의 보고에 대

한 220차 교단 총회의 반응을 통합하는 일

4 함께 기도하고, 회고하고, 분별하는 일

5 장래를 위한 모델을 숙고해 보고 추천하는 일

(과도기 특별 자문위원회의 보고는 2012년 10월 12일 대회 총회에서 인준되었다.) 

과도기 지도자가 고용되었고 과도기 자문위원회로서 새로운 학습공동체가 구성되었다

. 이 과도기 자문위원회(Transitions Working Group: TWG)는 인종, 종족, 연령을 고려

하여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TWG는 그 첫해의 활동으로 동북대회(SNE)를 구성하고 있

는 다양한 그룹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일을 하였다. 젊은 지도자들과 소수인종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같이 현 동북대회의 지도력에 잘 드러나 있지 않은 그룹의 의견을 경청하는

데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대회의 구조조정을 위한 기존의 연구와 발의안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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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회 총회는 TWG의 보고를 받고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였다. 

대회 총회(Synod Assembly)는 과도기 자문위원회의 제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고,

과도기 자문위원회(TWG)가 추천한 대로 대회의 장래 나아갈 방향을 확인하였으며,

TWG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일을 하도록 격려하였다:

1 모든 우리 회원 노회들로 하여금 그 추천 사항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한 해동안

의도적으로 분별해 보도록 초청한다.

2 소수 인종 코커스들이 그들의 관심이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이 되도록 일함에 있

어서 그들의 중요한 증언이 존중받는 방법으로 응답되는 것을 그들이 확신하도록

의도적으로 일하도록 한다.

3 더 나아가 공동의 정체성과 선교적 목적을 개발하도록 한다; 그 진전 상황을 대회

중앙협의회, 모든 노회 그리고 노회 협력그룹(PPGs)에 매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한

다. 그리고 포괄적인 추천사항과 발견한 내용들을 2013년 동북대회 가을총회 이전

에 제출하도록 한다.

(대회의 결의사항, 2013년 1월 9일 발행)

전체 보고서는 대회의 웹사이트에서 스페인어와 한국어 번역으로 찾아볼 수 있다.

(http://synodne.org/index.php/transitions-blog/transition-working-group-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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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진하는 새로운 길 의 그 이상의 발전은 2012년 대회 총회가 인준한 과도기 자문위

원회의 제안과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가치에 근거한 것이다.

• 우리 대회의 회원은 노회 차원 너머의 공동체의 은사를 깊이 평가하며 그 약속을 삶

에 구현하는 새로운 길을 열망한다. 노회들과 교회들의 형편이 더 어려워질수록 대회

차원의 여러 다양한 모임이 상호 양육과 지원의 가치있는 공통의 근거를 제공한다.

• 우리는 우리의 젊은 회원들, 특히 떠오르는 지도자들이 의사결정과 우리 대회의 자

원에 더 크고 확실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길을 찾을 필요가 있다.

• 우리는 우리 회원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소중히 여긴다. 21세기 중반의 교회

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움직여 나가야 할지 살펴봄에 있어 우리는 우리의 소수인종

코커스의 역사 위에 (우리의 삶을) 잘 세워나갈 것과, 이 역사를 이용하여 모든 교회

들과 노회들이 더욱 다양한 지역에서 은혜로운 환영을 받는 다양한 공동체로 향해 나

가는 길로 삼게 될 것을 안다.

• 우리는 우리의 힘을 관리와 행정으로부터 선교로 변환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함

께 우리의 삶을 세워감에 있어 우리 자원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개방적인 접근이 가

능하도록 제공하는 길을 찾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개방성을 증대시키는 새로

운 의사결정 방법을 모델로 만들 수 있다. 이 모델은 일반 대중들이 아주 가까이 접근

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접근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우리는 공통적인 정체성과 선교적인 목적을 찾기를 갈망한다. 우리가 동역자 정신을

가지고 함께 모일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중요한 기

회가 있다. 우리는 지역과 세계 안에서 우리의 선교적인 정체성과 목적을 분별할 필

요가 있다.  (2012년 9월 4일의 과도기 특별자문위원회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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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장

경청을 위한 두번째 장(라운드)은 대회 전역을 거쳐 제안되고 제공되었다. 각 노회의 바

쁜 스케쥴로 인해 초청받기가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전체 지역을 카버하는 우리 노회들

의 반수 이상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었다.  우리는 또한 소수인종 코커스와 떠오르는

지도자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하나의 단순한 질문 이라고 불리운 그

과정은 참가자들이 다음의 질문에 대해 숙고해 보는 기회를 포함하였다. 

이 질문에 대한 각 개인의 응답은 동북대회 웹사이트 앞 페이지에 나와있는 TWG블로

그에 올려져 있으며, 그곳에 각자가 코멘트하거나 추가적인 의견들을 올릴 수 있다. 

이 반응들을 요약하고 공동의 선교적 부름에 대해 분별하는 과정이 TWG가 해야 할 일

이었고 그들은 이 일을 위해 스토니포인트 수양관에서 2013년 7월 21-22일에 기도와 숙

고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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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단순한 질문:

하나님은 우리 교회들과 노회들을 향해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 그것

은 동북부의 지역 공동체 안에 있는 특별한 필요에 응답하여 섬기도

록 우리가 부름받는 길입니다.

▷당신의 특별한 상황에 대해 숙고해 볼 때
어떤 가능성이 떠오르십니까?

미국장로교 동북대회



동시에 TWG는 이 전진하는 새로운 길 의 세부사항을 개발하기 위해 네개의 업무 그룹

(Task Group)을 추가하였다.    

1. 관리 — 축소된 관리의 가치 위에 일의 기반을 두기

2. 네트웍 — 우리의 전체 노회들에 걸쳐 혁신과 열정적인 헌신, 그리고 협력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대회의 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 내는 일 위

에 기반을 두기

3. 스태핑 — 우리가 이 전진하는 새로운 길 을 구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을 보장하는 방법을 개발하기

4.재정— 대회의 재정적인 자원을 가장 효과적이고 책임적인 방법으로 간소화

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

이 업무 그룹의 위원 명단은 이 보고서 부록A에 수록되어 있다.

2013년도 대회총회가 이전진하는 새로운 길 을 심의하는 과정은 이 개관과 그 일반적인

추천사항으로 시작될 것이다. 이에 따라 관리와 세부적인 조직을 규정해 주는새로운 운

영규칙(By-Laws) 초안이 만들어졌다. 제안되는 운영규칙은 참고(정보)를 위해, 그리고

2014년 대회총회에서 투표에 붙여질 것인 바, 이 새로운 길 의 구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제출되는 것이다. 

TWG는 대회 중앙협의회(Synod Council)가 정기적으로 새로운 운영규칙을 검토하여

2014년 대회총회에 향상된 운영규칙을 추천하도록 운영규칙 패널(위원회)을 임명할 것

을 추천하는 바이다.  이 전진하는 새로운 길 에 대한 두번째이자 최종적인 투표는 2014

년 대회총회에서 행해질 것이다. 2013년 대회총회 예산은 현재의 대회 운영규칙의 한도

내에서 이 전진하는 새로운 길 의 부분적인 실험적 운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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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하는새로운길에대한간단한설명

동북대회 – 업무정의(定義)

우리는 우리 대회가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며 섬기는 미국장로교 노회들과 그에 속한 교

회들의 지역 공동체임을 이해한다. 노회가 그 혼자의 힘만으로는 제공할 수 없는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노회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이 지역 공동체의 책임이다. 대회는 자원과 안

내와 그리고 더 큰 차원에서 협력을 이끌어 내는 능력을 통하여 속해있는 노회를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대회는 지역의 크기와 다양성을 이용하여 가치있는 자원과 기회를 그 산

하 노회들에게 제공한다. 대회는 또한 창조적이며 부담이 적은 공간을 개혁을 위해 노회

들에게 제공한다. 대부분의 노회가 직면하고 있는 단순화된 관리와 심화된 관계, 그리

고 관리요청에 대하여 대회는 번영을 이루는 창조성의 장소가 될 수 있다. 

동북대회의선교적목적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비전으로, 우리가 함께 항상 확장해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향한 증인이 되어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

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34-35)

우리는 하나님인 정의의 대리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배우며, 동북

부에 있는 미국장로교를 모든 사람을 위한 친절과 환영의 공동체로 변화시켜 나가는 노

회들과 교회들로 이루어진 지역공동체이다. 우리는 언제나 충분히 우리의 위대한 다양

성의 선물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소수인종과 경제 계층, 성별, 능

력, 성적(性的) 관심, 이민적 신분,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한계상황에 있는 사람들 등

을 포함하여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내에서 모든 사람들을 언제나 충분히 환영하지 못했

다.  우리의 차이점 안에서 심오한 기쁨을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용감하고 견고한 사랑과

희망의 증인이 되도록 성도를 온전케 하는 데에 전념한다;  배우며, 성장하며, 예배하며

함께 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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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우리 작업의 첫번째 장을 통하여 인식된 주요 가치의 하나는 우리 대회의 관리를 지원하

는데 요구되는 사람의 근로시간과 에너지의 절감이 포함되었다. 전진하는 새로운 길 중

이 부분의 목표는 대회의 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람의 근로시간과 에너지의 약 50%
를 절감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통하여 기본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1. 대회 관리총회를 매 2년마다 한번 개최하는 쪽으로 옮기기 (만일 2013년에 채택되

면 대회총회는 2014년에 다시 모이고 그리고 나서 매 2년에 한 번 모이는 것으로 한

다.)

2. 대회총회가 모이지 않는 해에는 “신실한 사역” (faithful practices)을 증진시키도록

“빅텐트” 타입의 집회를 개최하여 혁신적인 새로운 사역과 선교 그리고 질적인 관

계 설정을 제공하는 네트웍을 전시하도록 하고/ 산하 노회들과 교회들 사이에 북

돋우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3. 대회 중앙협의회의 인적 구성을 재편성하여 각 노회의 대표를 한 사람씩 포함시키

도록 한다. 각 노회는 지명자 후보를 제공하도록 초청받으며 대회총회는 그로부터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다양성이 반영된 총대를 선출할 수 있다.

4.대회 중앙협의회의 자문위원은 전체 노회의 1/3로부터 한 사람씩, 그리고 소수인

종 코커스와 장로교 여선교회에서 한 사람씩 청소년 자문대표(YAAD)를 포함시키

도록 한다. 

5. 대회 산하의 노회나 교회의 활동회원은 누구나 대회 중앙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6. 대회 중앙협의회의 정기 모임은 분기별로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점심 시간까지

개회된다. 이 모임들은 금요일에 각 분과별로 모이는 시간을 갖고 토요일 오전에

전체모임을 연다.

7. 중앙협의회는 각각 약 1/3씩 세 개의 분과모임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이사, 네트

웍 평가, 그리고 대회 선교그룹이 포함된다. 이 보고서는 각 분과위원회에 대한 자

세한 설명이 포함된다. 다음은 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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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Trustee)

이 일은 공적인 이사회를 갖도록 하는 우리의 법적인 책임을 충족시킬 것이다. 우리는 이

그룹으로 하여금 대회의 재정 예산 위원회로 봉사하도록 전통적인 책임을 담당시킬 것

이다. 우리는 법률 자문을 거쳐 뉴욕 주의 종교법(부록 B 참조)과 부합되는 것을 확인하

고 이같이 변경하였다.

네트웍(Networks)

이 일의 첫번째 장에서 TWG는 대회 공동체가 기존의 노회 협력그룹 (PPGs) 체제보다

더 넓은 접근이 가능하도록 자원을 제공하는 길을 찾는데에 관심을 표했다. 이 전진하는

새로운 길 은 우리 대회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일이 아니라 자원을 지원하는 일을 위해

부름받았으며 그 자원의 은사는 우리 회원들의 재능 안에서 가장 잘 발견된다. 이 전진

하는 새로운 길 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더 큰 지역 공동체로 흐르는 자원활용이 이루어지

도록 시도하며 그와같은 공동체에서는 고도로 자원에 접근할 수 있고 회원들의 열정과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네트웍은 개인들, 교회들 그리고/또는 대회 중앙협의회의 인정을 받은 노회들의 그룹

으로, 대회의 전체적인 선교를 구현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모여 일하는데에 헌

신된 그룹이다.

목적:

동북대회 안의 네트웍은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성하고 모인다:

•그들은 공동의 목적을 나눈다.

•그들은 공동의 사역을 든든하게 할 무엇인가를 서로 나눌 것이 있다.

•그들은 헤어져 있을 때보다 함께 뭉칠 때 더 강하다.

•그들은 성령에 의해 함께 모였다.

•그들은 전체 교회에 제공할 경험과 지식,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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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대회 안의 네트웍은다음과 같은 일을 하기위해 구성하고 모인다: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

•사역을 위한 신선한 전망을 얻는다.

•회원간에 정기적인 연락/ 의사소통을 유지한다.

•대회와 그 너머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자원이 된다.

구조:

•네트웍은 자체로 그룹 안에서 일어나는 지도자를 선임하며 안건도 스스로 정한다.

•네트웍은 대회 중앙협의회와 연락할 책임자를 임명하며 그는 대회의 네트웍 특별위

원회를 통하여 대회와 연락하며 대회의 네트워커(네트웍 담당자)로 책임을 부여받는

다. 이것은 상호 관계이며, 의사소통의 촉진,  평가, 그리고 정기 보고하는 일이다.

•네트웍은 2년 이 넘지 않는 기간으로 설립되며, 그렇게 재적용을 통하여 갱신해 나간

다.

•대회의 공동의 선교 목적에 충실하도록 다양성을 지시하는 규례서에 맞추어 네트웍

은 그 구성에 다양성을 구비하도록 장려받는다.

•네트웍 회원들은 그들이 헌신한 사역과 선교에 대하여 서로에게 책임을 진다. 

의사소통:

•각 네트웍은 대회 네트워커로 지정된 사람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대회 공동체와 연락

하므로써 개인과 교회와 노회들이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일에 참여할 수 있으며, 네

트웍에 의해 고무받을 수 있다.

•네트웍에 대한 서술, 목표, 그리고 연락에 대한 정보는 네트웍의 연락원에 의해 제공

될 것이며 대회 웹사이트에 게시되며 대회 공동체 안에 알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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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재정은 집회와 자원의 촉진 그리고 공동 부담하게 될 신실한 사역을 포함하여 선교와

네트웍의 목표를 지원하는 대회를 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고 누가 재정을 관리하는지, 네트워킹 그룹에 네트웍 연락원을

통하여 알려질 것이다.

대회 중앙협의회의 책임:

•대회 중앙협의회는 임명된 네트웍 특별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네트웍과 네트웍 활동

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각 네트웍이 요구할 것을 격려할 것이다. 

•대회의 자문위원회는 중앙협의회에 새로운 네트웍의 청원과 기존 네트웍의 상황 및

성취에 대한 합당한 정보를 제시하며 보고하고 추천할 것이다.

•건전한 네트웍의 구축과 유지를 지원하도록 각 네트웍에 대회의 네트워커가 지정될

것이다.

신청:

•동북대회의 네트웍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회의 자문위원회에 신청을 해

야 한다. 

•신청서는 새로운 사역 기회가 생김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부록 C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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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대회 전역에 걸쳐 대회로부터 쉽게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공동의 관심과 위임의 분야가

있다. 선교 특별위원회는 우리 공동의 선교를 명확히 하고 그 다양한 표현을 격려할 책

임이 있다.

이들 분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앞서 추천사항 1-3에서 개략된 바와 같이 우리의 공동의 선교 목적을 개발하고 연구

하는 일

• 다양성—이것은 연례 회의로 모이는, 더욱 확실한 다문화, 다인종, 그리고 포용적인

방법을 용이하게 하는 것과 연관된 새로운 주도권을 가진 소수인종 코커스* 의 지원

과 도움을 포함한다. 

• 떠오르는 지도자들 —이것은 프로그램의 지원과 도움, 그리고 우리의 젊은 지도자들

의 자원을 개발하고 격려하게 하는 주도권을 포함한다. 프로그램에는 조기 사역원

(Early Ministry Institute: EMI)*과, EMI의 3년 프로그램을 지나서 더 깊은 자원의 개

발, 그리고 다른 모임의 개발과 우리의 떠오르는 지도자들을 지원하는 네트웍의 기회

를 포함한다.

• 지도력 —이것은 노회 직원, 과도기 및 임시 사역훈련*을 위한 신학연수원

(Collegium)*과 같은 현재의 프로그램과, 자원활용, 사역과 선교를 위한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른 주도권을 포함한다. 

• 혁신—사역과 선교를 위한 새로운 모델에 고무받아 우리는 교회가 되기 위한 새로

운 길을 구현하기 위해 대회가 노회들과 동역하는 창조적인 기회들을 발견할 것이

다. 혁신의 분야는 노회와 교회 기반의 선교와 재활성화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새

로운 예배 공동체도 포함하게 될 것이다.

• 캠퍼스와 고등교육 사역 —이것은 미국장로교회에 의해 개발된 새로운 회중 기반의

캠퍼스 사역 프로그램인 U Kirk 을 활용한 새로운 사역의 개발은 물론, Bloomfield
대학과의 새로워진 미래의 협력관계를 포함한다.

• Eastward에서의 선교 (MATE)* —대회가 시작하고 지원하여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선교 프로젝트MATE는 혁신적인 모델과 신실한 사역을 계속하여 제공한다. 

*네트웍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잠재 가능성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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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하는새로운길의기타구성요소

스태핑

과도기 자문위원회(TWG)와 그 스탭을 위한 대책위원회(TF)는 이 전진하는 새로운 길

이 선교의 비전과 관계설정에 은사가 있는 개인들로부터 추가적인 스탭의 지원이 요구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우리는 세 명의 전임(또는 그에 상응하는 파트-타임) 일군을

둘 것을 추천한다. 이들은 대회를 인도하고 전진하는 새로운 길 에 요약된 사역과 선교의

비전을 전체적으로 용이하게 이끌어갈 수석 직원을 포함한다. 이 직원은 대회의 네트워

커들과 함께 팀사역을 개발하며 직원을 지원하며, 섬김의 지도력의 모델을 보여주며, 동

등한 사람들 중 으뜸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데에 강력한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 대회의 지도자로서 이 사람은 이 전진하는 새로운 길 에서 개발된 가치

와 특별한 계획을 대회에 강조하며 유지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 이 직책을 맡은 사람은

뉴욕의 중부/또는 서부 지역에 위치하면서 지원 직원의 전체적인 감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직책은 또한 네트웍의 창조와 지원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지역 노회와 함

께 하프-타임으로 일하는 것을 포함한다. 두 명의 추가적인 대회 네트워커들은 뉴잉글랜

드/롱아일랜드 지역과 메트로 뉴욕/뉴저지 지역에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대회의 네트

워커 직책은 대회의 선교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고 대회의 수석 직원은 행정 예산에서 집

행될 것이다. 대회의 네트워커들은 수석 직원/ 대회 지도자의 감독 아래 둔다. 우리는 대

회 서기와 지원 직원의 직책은 현재의 직원체제로 계속할 것이다. 

에큐메니칼관계

대회는 우리의 에큐메니칼 관계와 협력을 언제나 높게 평가해 왔다. 우리 대회는 많은

교회협의회들과 지경을 마주하고 있다. 대회 중앙협의회는 이들 교회협의회에 공적인

에큐메니칼 직원을 임명하기 위해 수석 직원과 여러 노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일할 것이

다. 에큐메니칼 직원은 대회 중앙협의회의 에큐메니칼 직원으로 섬길 것이며 대회 지도

자는 그를 회의에 참석시킬 것이다. 회원의 책임, 필요와 전통에 근거한 회원권과 추가

적인 지원을 위한 재정이 제공될 것이다. 미래에 이 그룹은 발전에 따라 타종교와의 관

계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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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력팀

지도력 팀은 대회의 통치 구조 안에서 선출된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다음을 포함한

다: 대회장, 차기대회장, 직전 대회장, 회계, 서기 그리고 대회 지도자(비선출직) 등이다.

공천위원회

관리의 규모를 줄이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에 따라 지도자 팀이 공천위원회로 섬기게 될

것이다.

인사위원회

이 그룹은 직원의 지원과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진다.

대표위원회

이 위원회는 지명과 공천이 포용적인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지키도록

보장하는 되도록 검토하는 일을 계속한다.

상임사법위원회 (PJC) 

현재 대회의 PJC와 연관된 모든 일, 그리고 서기의 사무는 지금까지와 같이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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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약간의 간단한 변환으로 전진하는 새로운 길 의 구현에 필요한 자원이 마련될 것이다.

여기 몇가지 변환의 내용이 있다:

• 장로교 협력그룹(PPG)는 2013년도에 재정을 60% 줄임으로써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

기 시작한다. 잔여 기금은 PPG 재정의 손실로 인해 예측못한 곤경이 발생하는 경우

를 대비하여 20%를 위험부담금으로 잡고 네트웍과 대회 선교의 시험적 운영을 위해

변환시킨다. 나머지 40%는 새로운 네트웍 기금으로 변환시킨다. 총 금액은 2013년

수준으로 유지시킨다.

• 고등교육 기금은 2013년 기금 비율로 Bloomfield 대학을 위해 잡혀있는 추가 예비비

와 함께 60% 감소시킨다. 나머지 40%는 재정의 손실로 인해 예측못한 곤경이 발생하

는 경우, 위험부담금 으로 사용하는 가능성과 함께 새로운 U Kirk 사역의 실험적 운

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대회의 새로운 직책인 네트워커들을 위한 재정은 세례교인 부담금을 사용하는 예산

계통 보다는 선교 재정에서 충당되어야 할 것이다.

노회들에대한지원

우리는 우리 각 노회들이 성장과 번영의 시기에 설립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많은 노

회들이 그들이 설립되었을 당시보다 현재는 절반으로 작아졌다. 그 결과 직원의 지도력

을 잃었으며 심각한 재정 압박은 물론 자원봉사자 지도력도 고갈되었다. 대회는 우리의

노회들이 함께 일하고 어쩌면 그들 스스로 재구성하도록 촉진하고 격려하는 기회가 필

요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노회들 가운데서 이미 건설적인 대회가 시작되었음을 인지하

고 있다. 우리는 2014년부터 시작하여 대회가 이 일을 위하여 재정을 제공할 것을 격려

한다. 재정은 이 중요한 일이 자원화되도록 대회의 선교예산을 통하여 사용될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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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David E. Meerse, Ruling Elder
Stated Cle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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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I am doing a new thing! Now it springs up, do you not perceive it?  I am making a way in the desert and streams in the wasteland.  ~ ISAIAH 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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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항:

1 우리 공동의 선교적 목적, 관리, 네트웍, 선교, 스태핑 그리고 재정 등과 관련된 변화

를 포함 하여 전진하는 새로운 길 을 우리 대회의 장래를 위한 로드 맵(계획이 담긴

청사진)으로 채택할 것. 

2 우리의 새로운 선교적 목적을 구현할 전략적 계획을 개발할 비전 실행 팀을 임명할

것.  

3 비전 실행 팀이2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회로 하여금 다수/ 백인의 특권과 연관

된 문제들을 조사하도록 알릴 것.

4 대회 중앙협의회로 하여금 전진하는 새로운 길 의 평가위원회가 그 과정을 관찰(모
니터) 하고 개선점을 권장하도록 할 것.

5 전진하는 새로운 길 을 위한 재정계획으로 제출된 2014년 예산을 채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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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2013 과도기자문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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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Ruth-Aimée
Belonni-Rosario

Devin Berry Virginia Champlin Rev. Dr. David Choi

Rev. Dr. Harold
Delhagen   

Lori Hylton Rev. Rhonda Kruse Rev. Meagan Manas 

Joshua Narcisse Rev. Dr. Amaury
Tañón-Santos

Rev. Dr. Carl Wilton



부록 A (con’t.)

과도기자문그룹
관리태스크포스(대책위원회 TF)

Lori Hylton  로리 힐튼

Warren McNeill  워렌 맥니일

Joshua Narcisse  조슈아 나르시스

Mark Smith  마크 스미스

Amaury Tañón-Santos  아모리 태뇬-산토스

Carlos Wilton  칼로스 윌튼

David Meerse  데이빗 미어스

Harold Delhagen  해롤드 델하겐

네트웍태스크포스(대책위원회 TF)
Ruth-Aimée Belonni-Rosario  룻-에이미 벨로니-로사리오

Devin Berry  데빈 베리

Virginia Champlin  버지니아 챔플린

David Choi  최석원

Cindy Kohlmann  씬디 콜만

Meagan Manas  메이간 마나스

Amaury Tañón-Santos  아모리 태뇬-산토스

Mieke Vandersall  미키 밴더설

Harold Delhagen  해롤드 델하겐

스태핑태스크포스(대책위원회 TF)

David Ashby  데이빗 애쉬비

Tom Conboy  탐 칸보이

Brian Croak  브라이언 크로크

Tony De La Rosa 토니 델라로사

Pauline Haynes  폴린 헤인즈

Marianne Rhebergen  마리안느 레버겐

Neil Rotach  니일 로타치

Harold Delhagen해롤드 델하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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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동북대회네트웍신청서

Proposed Network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ntact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erson designated by the organization to be the network liaison)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hone Number (Home/Cel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etwork Descript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roposed Network Members and/or Congregations/Presbyteries Represent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urpos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Goal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art A: Network Description

What are members’ commitments to one another?

How will the network embody the mission of the Synod?

What unique voice will be heard through this network that isn’t currently heard?

Are there any resources you see your network creating that would be helpful to the larger church? 

What resources and support from the Synod will be helpful in meeting these goals?

What contributions will be made by network members?

Part B: Funding and Resources

Will the network be applying for funding? How much?

How will the funding be used? (If possible, include a draft budget)

How will funds be managed?

What other resources will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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