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o’s in the Room: 주요 인물과 역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총회에 참석합니다. 이 과정은 주요 인물과  그들의 

역할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 대하여 About this Course 

총대와 자문대표들 Commissioners and Advisory Delegates 

총회 리더십 Leadership at the Assembly 

총회 자원 봉사자들 Volunteers at the Assembly 

부록 Attach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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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 대하여 About this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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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대 예비 훈련의 일환입니다. 

코스 목표 Course Objectives 

이 과정은 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측면을 다룹니다: 

• 총대와 자문대표 

• 총회 리더십 

• 총회 자원봉사자 

강사 소개 About Your Trainer 

 

본 코스의 강사는 토마스 헤이 Rev. Dr. Thomas Hay 목사입니다. 톰 Tom은 2009 년 1 월부터 

사무국 OGA에 있었습니다. OGA 에서 일하기 전에 그는 버지니아 주 서부의 

세난도아 Shenandoah 노회 총무를 역임했으며 부캐난 Buchanan (버지니아), 왈래스 Wallace (노스 

캐롤라이나), 브리스톨(버지니아)교회에서 사역하였습니다. 

 

 

 

 

총대와 자문대표 Commissioners and Advisory Deleg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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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들과 자문대표들은 각 총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회의의 총대들  

 

총대에 관하여 About Commissioners 

 

 규례서는 총대가 노회에 의해 선출되고 그 경계 안에서 다양성을 반영하는 동일한 수의 

사역장로들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G-3.0501]. 그 다음에 

계속하여 규례서는 8,000 명 이하의 멤버가 있는 노회에서 한 명의 목사와 한 명의 

사역장로로 시작하여 얼마나 많은 총대들이 각 노회를 크기에 따라 대표하는지, 그리고 

8,000 명의 노회 회원 증가분에 따라 총대수를 얼마나 늘리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 223 차 총회(2018)에는 538 명의 총대가 있을 것입니다. 

• 이것은 이전 총회에서 56 명의 총대가 감소한 것을 나타내며 지난 2 년 동안 

회원수가 감소한 노회의 수를 반영합니다. 

• 각 노회가 223 차 총회에 보낼 총대 위원의 수를 보여주는 보고서는 본 코스의 부록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http://index.pcusa.org/nxt/gateway.dll/const_PCUSA/AnnoBoO/level000000/level100026.htm/level200045/level300050.htm?f=templates&fn=default.htm&vid=Publish:10.1048/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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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들은 총회 위원회에서 그리고 전체 회의에서 발언권과 

투표권을 갖습니다. 
 

자문 대표들에 관하여 About Advisory 

Delegates 
 

지난 100 년 동안 총회는 회의에 발언과 지혜를 

제공할 수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지혜를 

보았습니다. 자문대표는 총회의 상설 규칙에 따라 

"총회가 그들의 특별한 견해를 인식하고 들을 수 

있도록 회의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Standing Rule B.2.a]. 
 

총대들과 마찬가지로, 자문 대표들은 위원회에서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자문 대표는 발언권만 갖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총회장이 

자문대표들의 의견을 투표하여 특정 이슈에 투표하는 방법에 대해 총대들에게 조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문대표 4 가지 유형 Four Types of Advisory Delegates 

 

청소년 자문대표 Young Adult Advisory Delegates (YAADs) 그들은 17 세에서 23 세 사이에 

있습니다. 각 노회는 YAAD 를 선출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들은 가장 큰 자문 대표단을 

구성합니다. 

신학생 자문대표 Theological School Advisory Delegates (TSADs) 그들은 노회의 보살핌을 

받는 목사 후보생 및 지망생이며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기 전에 적어도 1 년의 수업을 

총대들은 또한 동의를 하고 개정안을 헌의할 수 

있습니다. 

http://oga.pcusa.org/site_media/media/uploads/oga/pdf/advisory_delegat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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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고 있습니다. 223 차 총회(2018) TSAD 는 2017 년 가을 총회 사무국(COGA) 위원회에 

적용됩니다. 이 신청자들로부터 교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며 강력한 표현을 보장하는 

우리의 미국장로교 신학교에서 15 명이 선정됩니다. 

8 명의 선교사 자문 대표 Missionary Advisory Delegates (MADs)가 다른 나라에 배정된 

선교사 요원으로부터 장로교 선교국의 세계선교 사역에 의해 선택됩니다. 

각 총회는 15 명의 에큐메니칼 자문대표 (EAD)들을 초대하여 우리나라의 교회와 전 세계 

교회의 차기 총회에 참석합니다. 

 

 

총회 본회의 기간 중 사업을 논의하는 총대들. 

 

총회 리더십 Leadership at the Assembly 
 

유능한 지도력이 없는 총회는 가장 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나 규칙을 조작하는데 가장 

능숙한 사람의 변덕에 처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총회는 회원 중 일부에게 교회와 

미래의 집회를 위한 봉사를 위하여 리더십의 역할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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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 혹은 공동 총회장 Moderator or Co-Moderators 

회의 첫날에 각 총회는 집회를 주재할 총회장 또는 공동 총회장을 선출합니다. 상임 규칙의 

언어로, 각 총회장은 "명령을 보존하고 공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H.1.a.(6)]. 

총회가 열리기 전에 총대들은 총회장 (또는 공동 총회장)으로 출마할 의사가 있음을 

발표합니다. 그들에 관한 정보는 총회 몇 주 전에 각 총대에게 보내질 것입니다. 토요일 

저녁 선거에는 후보자들의 연설과 질의 응답 시간이 포함됩니다. 그들의 일은 선거 직후에 

시작됩니다. 

선거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6 년의 Standing Rules 그리고 watch a video of the 

whole process 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서기 Stated Clerk 

 

http://oga.pcusa.org/site_media/media/uploads/oga/pdf/moderator_and_co-moderator_of_the_general_assembly.pdf
http://oga.pcusa.org/site_media/media/uploads/oga/pdf/standing_rules_of_the_general_assembly_-_2017.pdf
https://vimeo.com/171348378
https://vimeo.com/171348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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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례서는 각 공의회가 서기를 선출해야 하고, 노회, 대회 또는 총회의 서기는 정서기(Stated 

Clerk)라고 칭합니다. 222 차 총회(2016)는 제이 허버트 넬슨(Herbert Nelson, II)을 4 년 

임기의 총회 정서기로 선출했습니다. 정서기는 총회 준비를 책임지고, 사업 처리를 위해 

좋은 질서를 유지하며, 회의 중에 의회원의 역할도 합니다. [link to more information?] 

정서기는 또한 다른 특정 목사들과 사역장로들을 부서기로 임명하도록 지명합니다. 이 

남성과 여성(현재 4 명)들은 정서기의 역할을 지원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객원 회원 Corresponding Members 

 

또한 총회에서 지도력을 제공하는 객원 회원은 그들의 직무상 공의회의 회원으로 확인되는 목사와 

사역장로 입니다. 그들은 이전 총회장, 신학교 총장, 교회 기관의 장, 대회 총무 및 다른 

사람들입니다. 해당 회원은 자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 항목에 대해 발언할 권리가 

있지만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Standing Rule B.3.]. 

 

http://oga.pcusa.org/site_media/media/uploads/oga/pdf/corresponding_member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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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리더십 Committee Leadership 

 

각 총회 위원회도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 위원회는 종종 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형적인 

위원회 회의보다 노회의 회의와 더 비슷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설 규칙은 지난 총회의 

총회장 (또는 공동 총회장)이 각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합니다. 

보통 이들은 현 총회 총대이지만, 최근의 총회에서의 경험있는 총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Standing Rule C.1.c.]. 

 

http://oga.pcusa.org/site_media/media/uploads/oga/pdf/assembly_committee_moderator_and_vice_moderato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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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자원봉사자 Volunteers at the Assembly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 없이 총회는 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업을 처리하고, 총대들의 

일을 가능하게 하고, 예배를 기획하며 집행하고, 환대를 제공하는 데에 막대한 짐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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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등록은 활동의 허브입니다. 

 

 

 

총회 보조원 Assembly Assistants 

정서기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총회 보조원을 임명할 권한이 있습니다. 집회에 드는 

경비는 지불되지만, 세속적인 세상의 다른 직분이나 노회 사역, 목회자, 교사 또는 기타 

교회 관련 사업과 같은 시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총회에서 봉사하기 위해 

휴가 시간을 희생합니다. 

총회 보조원은 회의진행, 보조원 및 위원회의 기록원으로 봉사합니다. 일부는 잃어버린 

사업이 없도록 사업의 각 항목을 추적하는 일을 합니다. 총회 보조원은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연사의 이름이 본회의 스크린에 투영되는지 확인합니다. 총회 보조원 없이 

대형모임인 총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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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준비 Local Arrangements 

두 번째 큰 그룹인 자원봉사자는 호스트 노회에 의해 지명된 지역 조직위원회(COLA)에서 

나옵니다. 총대가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COLA 자원봉사자는 각자가 세인트 루이스에서 

환영 받고 편안한 느낌을 가지도록 돕습니다. COLA 자원 봉사자는 매일 예배와 지역 

교회에서의 주일 예배를 계획하고 수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세인트 루이스에 

오는 총회를 앞두고 2 년 동안 일해 왔습니다. 

장로교인들은 COLA 없이 회의를 할 수는 있지만 총회는 가질 수 없다고 종종 말해 

왔습니다. 곧 COLA 자원봉사자를 확인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며, 그들을 보면서 모두 

괜찮을 것이라고 믿게 될 것입니다. 

학생 보조원 Student Assistants 

또 다른 중요한 자원봉사자 그룹은 학생 보조원입니다. 주로 신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이 

팀은 기술 지원을 돕기 위해 그들의 주간을 제공합니다. 각위원회에서 PC-Biz 의 문제, 

투표용 핸드셋을 나눠주는 각 본회의 및 기타 12 개 이상의 중요한 직책을 통해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link to background info] 

제이 허버트 넬슨 J. Herbert Nelson, II 은 한때 총회의 학생 보조원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총회에 

중요한 봉사였으며 수년 후 교회에 리더십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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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무대와 회의장  

 

부록 Attachments 
 

총회 상설 규칙 Standing Rules of the General Assembly 

노회 보고서 Presbytery Report [link when available] 

http://oga.pcusa.org/site_media/media/uploads/oga/pdf/standing_rules_of_the_general_assembly_-_2017.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