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Biz 안내 
 

 

PC-Biz 를 통해 누구나  총회 회의를 보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www.pc-biz.org 를 

방문하거나 GA223 웹  사이트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질문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OGA 직원 (biz.help@pcusa.org)에게 연락하십시오. 학생 보조원은 총회 

도중 도울 수 있습니다. 

본코스에 관하여 About this Course 

검색방법 How to Search PC-Biz 

사업 추적 Keeping Track of Business 

위원회에서 PC-Biz in Committee 

본회의에서 PC-Biz in Plenary 

http://www.pc-biz.org/
mailto:biz.help@pcusa.org


PC-BIZ안내 총회 사무국 

 

본코스에 관하여 About this Course 

 

환영합니다! 이 과정은 미국장로교 총회 사무국(OGA)에서 제공하는 223차 총회(2018) 

총대 예비 훈련의 일환입니다. 

 

코스 목표 Course Objectives 

 

이 과정은 총회의 사업을 보고 따라가기 위한 미국장로교회의 온라인 플랫폼인 PC-Biz를 

소개합니다. 약 10-15분이 소요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 검색 방법; 

• 계정을 만드는 이점. 

• 비즈니스 추적에 도움이 되는 도구. 

• 위원회 정보 찾기; 

• 그리고 더. 

검색 방법 How to Search PC-Biz 

 

간단한 검색 예제 Simple search example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총회의 총대로서, 당신은 평화 유지와 관련된 모든 총회 

사업을 검색하려고 합니다. 

"검색"기능을 클릭하십시오. 

모바일 장치 또는 컴퓨터에서 www.pc-biz.org 를 방문하여 최상위 메뉴에서 "검색"옵션을 

클릭하십시오. 

 

 

http://www.pc-biz.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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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를 입력하십시오. 

 

이 예에서는 다음을 수행했습니다: 

• "평화주의"를 입력합니다; 

• 드롭 다운 목록에서 222차 총회(2016)를 선택; 

• 준비가 되면 "검색"을 클릭하십시오.  

원하는 경우 검색을 특정위원회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Enter your search term(s). 

 

 

 

 

 

검색기능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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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가 표시됩니다. 

 

PC-Biz는 검색어와 일치하는 비즈니스 항목으로 화면을 채웁니다. 

 

Search results are displayed. 

 

 

사업항목을 클릭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발견했습니다, 폭력적인 세계에서의 위험한 평화 12-06 항목. 

 

Click an item of business. 

 

사업의 세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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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에서 12-06의 비즈니스 항목을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Item of business in detail. 

 

 

고급 검색 예제 

 

PC-Biz는 특정 정보를 찾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고급 검색 예제에서는 특정위원회가 

"Approved as Amended"라는 항목을 모두 보고자 합니다. 

 

 

기본 정보 -이 섹션에는 항목 번호, 

제목 및 출처 및 스폰서 단체와 

같은 항목의 기본 정보가 

나열됩니다. 

 

 

 

 

비즈니스 구성 요소 항목 -이 

메뉴를 사용하면 항목의 다양한 

구성 요소에 빠르게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구성 요소를 클릭하여 

창에 표시하십시오. 

 

 

 

 

작업 요약 - 비즈니스 

항목과 관련된 공식 

작업을 한 눈에 

나열합니다. 

총회 작업 - 어셈블리에서 

수행한 작업과 최종 텍스트를 

나열합니다. 

위원회의 행동, 원래의 추천, 

재정적 영향, 의견, 자원 및 

번역은 여기에 포함됩니다 

(화면에는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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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옵션” 기능  

 

기본 드롭 다운 메뉴에서 "222차 총회(2016)"와 "Church Polity and Ordered Ministry"라는 두 

항목을 선택하여 검색을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추가 옵션"을 클릭하겠습니다. 

 

“More Options” feature. 

 

검색 필터링  

 

새 필터 (드롭 다운 메뉴)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당신은 그들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회 행동"에서 "수정된 것으로 승인 됨"을 선택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Filtering a search. 

고급 검색 결과   

 

검색 기준을 충족하는 비즈니스 항목이 네 가지 있습니다. 이 목록의 항목을 클릭하면 

항목의 전체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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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search results. 

 

사업 관리   

 

PC-Biz에 로그인하면 총회 사업 추적을 단순화하는 기능이 활성화 됩니다. 총대로서 

계정이 없다고 계정을 만들지 마세요. 

OGA 가 귀하의 계정을 만듭니다. 

 

노회가 정서기 포털을 통해 총대의 정보를 제출하면, 총회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정보를 

처리합니다: 

• 계정이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제공되는 전자 메일이 시스템의 기존 전자 

메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우리는 계정을 만들고 감독관의 권한을 할당합니다. 

계정을 확인하고 로그인하는 방법에 대한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 시스템에 계정이 이미 있으면 (제공되는 전자 메일은 시스템의 계정과 일치함) 

권한을 총대로 업그레이드 합니다. 

 

 

 

PC-Biz 에 로그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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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려면 오른쪽 상단 메뉴에서 "로그인"을 클릭하고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을 클릭하십시오. 

 

 

Signing in to PC-Biz. 

 

 

사업 추적에 도움이 되는 기능. 

계정을 갖고 PC-Biz에 로그인 했으므로 몇 가지 새로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예를 들어, 귀하는 Bills and Overtures위원회의 위원입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회에 

배정된 평화 사업을 추적하고 싶습니다. 

 

사업 항목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예제 항목 12-06에서 관심있는 항목을 찾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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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with the item of business. 

 

Add the item to your “Watch List.” 

 

항목을 '관심 목록'에 추가하십시오. 

 

Add the item to your “Watch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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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항목에 대한 메모를 작성하십시오. 

Notes 대화 상자를 표시하려면 "Notes"를 클릭하십시오. 메모를 입력하고 '메모 추가'를 

클릭한 다음 '확인'을 클릭하십시오. 메모는 비공개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만 볼 수 

있습니다. 

 

Make notes for the item. 

 

 

 

항목 표시 

 

귀하의 감시 목록 항목과 메모가 있는 항목이 이제 PC-Biz 홈 화면에 나열됩니다 (로그인 한 

경우). 

'항목 표시'드롭 다운을 사용하면 추가 필터를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 항목 12-

06은 감시 목록에 있으며 노트 (노란색 아이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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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 items. 

 

 

위원회의 PC-Biz 

 

위원회 정보 찾기 Find committee information 

 

이 예를 들어, 귀하는 중간 공의회의 위원회 위원이며 귀하는 위원회의 사업, 회의 일정 및 

회원내역을 보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페이지를 여십시오. 

 

상단 메뉴에서 "위원회"를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 '이벤트' 및 '위원회' 아래에서 적절한 

드롭 다운 선택을 하십시오. 

 

Open your committee’s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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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보내는 사업 

 

위원회에 할당된 항목이 여기에 추가 드롭 다운 필터와 함께 나열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Item Type"드롭 다운 필터 아래에 "Committee for Information"을 선택했습니다. 

비즈니스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비즈니스 추적 관리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Business before the committee. 

 

위원회 위원 명단  

 

우리는 우리 위원회의 리더십 이름을 찾고 싶습니다. 회원 탭에는 전체 명단이 표시됩니다. 

 

List of committee members. 

위원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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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위원회가 만날 장소를 확인하고 일정에 대한 업데이트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Committee schedule. 

 

 

총대를 위한 파일  

 

귀하의 위원회 지도력 팀은 위원들에게 추가 자원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파일 탭을 

보려면 PC-Biz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Files for commissioners. 

위원회 리더십 기능  

 

위원회 지도력 팀 구성원은 추가 기능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 팀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회 보조원, 자료 코디네이터 또는 전사자/서기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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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업데이트 하기 

 

위원회 지도자는: 

• 위원회 일정에 항목을 추가합니다. 

• 위원회 일정에 따라 항목을 편집합니다. 

• 위원회 일정에서 항목을 삭제합니다. 

예약 필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벤트 유형 (드롭 다운 메뉴). 

• 위치 (텍스트 상자); 

• 제목 (텍스트 상자); 

• 시작 및 종료 시간. 

• 설명 (텍스트 상자) 

 

Update the schedule. 

 

 

 

 

자료 디렉토리 보기. 

 

위원회 지도자는 자원 인물을 볼 수 있으며 각 사업 항목에 대해 목록화 된 헌의안 

지지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PC-Biz에 연락 정보를 제공했다면 여기에 정보가 

제공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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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the Resource Directory. 

 

 

파일 관리 Manage files. 

 

위원회 지도자는 파일을 업로드, 편집 및 제거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 위임된 

위원에게만 파일을 제공합니다.  

"업로드"를 클릭하면 웹 브라우저가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대화 상자를 엽니다. 파일을 

업로드 한 후에는 선택적 설명과 함께 파일 제목을 지정합니다. 

 

Manage 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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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보내기 Send messages. 

 

위원회 리더는 PC-Biz를 사용하여 모든 회원, 소그룹 회원 또는 개별 회원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 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내부 메시징 시스템입니다. 
 
 

 

Send mess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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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서 PC-Biz   

 

세션 싱크 SessionSync 

 

SessionSync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고려중인 항목을 표시합니다. 녹색 

아이콘을 클릭하면 SessionSync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ssionSync. 

 

 

동의안 제출 

 

총대들은 이제 전자 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PC-Biz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이로 된 

동의안 양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 양식으로 제출하려면 상단 메뉴에서 "제출 동작"을 클릭하고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모든 입력란을 채우고 양식 하단의 "제출 동작"을 클릭하십시오. 

게시판의 받은 편지함에 확인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그러면 다음 필드가 포함된 전송 동작 기능이 표시됩니다:  

"이 동의안은 항목을 참조합니다": 동의안이 참조하는 IOB를 선택하십시오. 

"동의안 텍스트": 동의안 텍스트를 쓰거나 다른 문서에서 복사하여 붙여 넣습니다. 

"이 동의안은 재정적 영향을 미칩니까?" 

"재정적인 함의 팀이 비용을 조언 했습니까?" 

"재정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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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on by made":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다른 총대의 이름으로 

동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동의안을 제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추가 정보: 노회, 행, 좌석 및 가장 가까운 마이크 등. 

 

Submit mo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