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총대 위원회 특별 모임 요약

1.

새로운 사역 계획: 우리의 여정 2025 승인

북미주 개혁교회의 사역과 교회들은 사역 계획, 우리의 여정 2020으로 지난 5년간 가이드를 받았다. 우리
교회들과 리더들이 각자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고군분투하는 한편, 교단으로서 “전 세계 생명과 커뮤니티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우리의 공동 사명”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새 사역 계획에 총대
위원회는 총회를 대표해 승인했다.

수백 개의 교회와 노회, 총회 대표단들로부터 의견을 받아 발전시킨 사역 계획: 우리의 여정 2025 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하나님과 함께, 서로와 함께, 우리 이웃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여정, 그리고 선교를 위한 우리의 여정에서
우리는 이런 교회/커뮤니티가 되기 원한다.

•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과 커뮤니티가 변화되는 기도의 실천과 영적 훈련을 개발한다.

•

사역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모든 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

함께 관계를 쌓아가며 정의를 찾고 화해하며, 환영하고 신앙을 나누고, 우리 이웃들과 새신자들의 문화를
존중함으로 다양성과 통일성을 키운다.

•

선교적으로 살아가며 로컬과 글로벌 사역 상황에서 우리 이웃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발견하고
이웃에 새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한다.”

사역 계획: 우리의 여정 2025 는 2020 총대 위원회 특별 모임 회의록 421-23 페이지에서 읽을 수 있다.

2.

서번트 리더십 사역 평가와 예배/회의 때 사용할 영상

2018년 총회 지침에서, COD는 5개 사역 우선 순위에 따라 4년 주기로 모든 기관들과 사역들을 그들의
포괄적, 전략적 프로그램 목표 및 연간 결과를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서번트 리더십 사역
그룹 (Calvin Theological Seminary, Candidacy, Chaplaincy and Care Ministry, Leadership Diversity,

Pastor Church Resources, and Raise Up Global Ministries)은 총회를 대신해 총대 위원회가 승인한 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2020 총대 위원회 특별 모임 회의록 p. 420)

2020년 총회에서 발표하기 위해 CRC 서번트 리더십 사역에 초점을 두어 제작한 세 개의 특별 영상이 있다.
총회가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짤막한 영상을 교회가 헌금 시간에 사용하거나 사역을 소개하며 교육 시간, 또는
노회 가을 모임에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Calvin Theological Seminary: vimeo.com/425890630
Servant Leadership Ministries: vimeo.com/425987996
Raise Up Global Ministries: vimeo.com/382655914

(2020 총대 위원회 특별 모임 회의록 p. 419)

3.

Back to God Ministries International 새 명칭

CRC의 오랜 멀티미디어 사역기관인 Back to God Ministries International 은 God’s Story 라는 부제와
함께 ReFrame Ministries 로 변경된다. Today’s Media. ReFrame 은 10년 넘게 BTGMI의 영어 사역
이름이었기 때문에 CRC와 많은 청취자들 사이에서 브랜드화 되어 있다. God’s Story, Today’s Media 는 하나님,
복음, 사역을 위한 매체라는 명확한 용도를 가르킨다. (2020 총대 위원회 특별 모임 회의록 pp. 458-59.)

4.

CRCNA 여성 안수 25주년 기념

2021년은 여성 안수 25주년으로 북미주 개혁교회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해이다. COD는 2021년 총회가
이것을 기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허락하는 권고안을 채택했고, 그 기념행사는 2021 총회에서 시작해 8월에 있을
Inspire 2021에 끝날 것을 권고했다.

교회와 노회는 또한 각자 처한 상황에 맞게 여성 안수 25주년을 축하하는 시간을 정하고 이를 위해
교단에서 스텝들과 필요한 것을 지원할 것이다. (2020 총대 위원회 특별 모임 회의록 p.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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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캐나다 자선법(charitable-law) 요건에 맞춘 CRCNA 구조 심의

캐나다 자선법에 비추어 구조적 변화를 초래한 과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캐나다 온타리오 주 두 곳의
카운실과의 대화를 검토한 결과, COD는 그 어려움을 인정하고 원하는 통일 원칙을 재확인했다. COD 대책 위원 세
명은 현재 상정된 리더십 직책 매뉴얼 개발과 캐나다 자선법 요건에 맞춰 제안을 재구성하고 있다. COD는 2021년
총회 때 심의 및 채택을 위해 제안된 변경사항을 발표할 것이다. (2020 총대 위원회 특별 모임 회의록 p. 419.)

6.

임시(Interim) 총무 임명 및 리더십 변화

Steven R. Timmermans의 은퇴로 인해 Colin P. Watson, Sr.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CRCNA의
임시(acting) 총무로 일했다. 당초 2021년 1월 6일로 계획하고 있던 Watson의 은퇴를 기꺼이 미룬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총대 위원회는 총회를 대신해 Colin Watson을 2021년 여름까지 임시 총무로 지정했다.
이후에 그는 은퇴하게 된다. 이 임명은 총회가 스스로 잠재적인 새 구조와 직위를 맡을 사람을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교단 리더십 직책에 지속성을 준다.

재정부 디렉터 John Bolt의 2021년 여름 은퇴 계획이 COD 6월 모임에서 발표되었다. COD는 2021 총회
때 이 리더십 직책을 맡을 사람을 임명 또는 승인하게 될 것이라고 공표했다. (2020 총대 위원회 특별 모임 회의록
pp. 420-21.)

7.

교단 사역 펀딩과 현재 공여의 새로운 절차

2019년 총회는 현재 사역 분담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교회들의 서약을 바탕으로 새 교단 사역 펀딩
시스템을 원칙으로 채택했다. 2019년 총회는 Reimagining Ministry Shares (Agenda for Synod 2019, pp.
110-18) 보고서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연구하고 고려해 볼 것을 교회에 권장했으며, 제안된 시스템 채택을
고려했던 2020년 총회에서 제안 혹은 대화로 응해 줄 것을 권고했다. 총회를 대신해 총대 위원회는 Reimagining
Ministry Shares 보고서 실행과 그에 따른 교단 헌법과 보칙 변경에 승인한다. 새 시스템을 실행하는 시기는 2020
총대 위원회 특별 모임 회의록 p. 475 에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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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역 분담금 시스템이 완전히 이행 될 때까지 COD는 2021 회계 연도에 멤버당 사역 분담금
$346.48에 승인했다. 또한 COD는 헌금을 위해 추천하는 공인된 기관 리스트에 있는 다음 사역들을 포함시키는
것에 승인했다. The Center for Church Renewal and Pathways to Promise (미국)와 The Christian
Labour Association of Canada Foundation (캐나다). (2020 총대 위원회 특별 모임 회의록 pp. 460-61)

8.

구조적 인종차별 결의안에 관하여

미국에서 최근 일어난 사건과 비극, 그리고 CRCNA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발표한 성명에 대응하여, COD는
다음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 의해 북미주 개혁교회 총대 위원회는 총회를 대신해 구조적 인종차별의 죄에 대해 혐오함을
선언한다. George Floyd, Ahmaud Arbery, Breonna Taylor의 죽음에 대한 성명에 서명한 교단 리더들이
지지하는 바이다. 인종차별에 대한 우리의 투쟁 가운데 정의의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길 희망한다.

(2020 총대 위원회 특별 모임 회의록 pp. 457-58.)

9.

목사들을 위한 권력 남용에 관한 훈련

2019년 총회에서 발표한 권력 남용 대책 위원회 보고서와 권고안에 대한 응답을 계속 진행시키기 위해,
COD는 COD 부록 Appendix C (pp. 371-74)에 설명된 대로 목사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CRC 소속
안수 받은 모든 목사들이 필수로 받아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가능한 한 빨리 시행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교회와
노회 리더십이 받는 훈련을 개발하도록 돕는 기본 틀이 될 것입니다. (2020 총대 위원회 특별 모임 회의록 p. 423.)

3 | 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