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em 

장로교 선교국 (PMA)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보고 

장로교 선교국을 심사하는 위원회는 제 222차 미국 장로교 총회 (2016)에 다음의 사항들을 

시행해 줄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추천 사항들 중 일부가 승인되면 다른 사항들을 

불필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1. 총회가 2016년 동안에 계획된 모든 총회 기관에 걸친 심사를 연기하고, 대신에 제 220차 

(2012), 221차 (2014), 222차 (2016) 총회장들에게 총회 공천 위원회 (GANC)와 

협의하여 장로교 선교국 (PMA)과 장로교 총회 사무처 (OGA)의 통합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시해 주기 바랍니다. 

a. 위원회는 폭넓은 지역과 인종과 민족 그리고 성별 다양성을 지닌 목사들 및 장로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b. 위원회는 PMA 심사 위원회 대표 및 OGA심사 위원회 대표, 현 장로교 선교국 이사회 

(PMAB) 대표 및 장로교 총회 사무처 이사회 (COGA) 대표, 그리고 적어도 중간 

공의회 직원 한 사람을 포함할 것입니다.  

c. PMA와 OGA는 이 위원회를 섬길 직원 (staff support)을 각각 한 명씩 임명할 

것입니다.  

d. 위원회의 업무는 교회의 미래 및 교회의 구조에 대한 다른 범교회적 대화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e. 총회는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 장로교의 다른 그룹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들을 할당해 놓을 것입니다.  

f. 선교 및 구조적 변화들과 관련된 모든 추천사항들은 제 223차 총회 (2018)에 상정될 

것입니다.  

추천 사항 1에 대한 배경 설명 

심사 위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탐구해 보자는 총회장의 초청, 교회의 미래와 관련하여 

COGA 에 의해 진행된 대화,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일어난 많은 대화들을 포함하여 범교회적 자성 

(introspection)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일어나는 동안에 임무를 수행했다. 게다가, PMA 와 

OGA 리더십의 전환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방법들을 구상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위원회는 PMA 내부에 그리고 PMA 와 OGA 사이에 상당한 중복 및 silo 현상1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으로 인해 교단을 누가 대표하는지, 그리고 교회의 메시지를 교회 그룹들 및 

세상에 전달하는 일차적 책임을 누가 지는지에 관하여 지속적인 혼동이 있어왔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 이 시점은 교단의 선교를 더 잘 섬길 수 있는 더욱 민첩한 조직이 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우리는 제안된 위원회가 교회의 미래 구조를 

효과적으로 만들고 명확하게 해나가는데 있어서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2. 총회가 제 222차 (2016) 미국 장로교 총회장에게 총회 공천 위원회와 협의하여 장로교 

선교국 이사회 (PMAB)의 책임을 검토하고, 그 이사회를 재구성하기 위한 계획을 

제공하기 위해 8 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장로교 선교국 이사회가 현재와 미래 세대에 이르기까지 PMA및 교회를 위한 리더십 및 

지침을 제공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는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추천 사항 2에 대한 배경 설명 

심사 위원회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장로교 선교국 이사회의 크기 (57 명)와 구조는 

너무 크고 (unwieldy) 시대에 뒤떨어져(outdated) 있다는 것이다. 이사회가 전환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현재의 구조로는 오늘날 요구되는 재빠른 변화로 나아가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기술적 과제 (technical tasks)및 전략적 비전 (strategic vision)이 이사회의 책임 영역 안에 

있지만, 감독 (oversight) 및 순응 (compliance) 을 강하게 강조하다보니 이사회가 여러 책임 

및 의사결정과 더불어 더 비좁고 직접 실무에 참가하는 접근법을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접근법으로 인해 비전을 나누는 더 폭넓은 전략적 임무와 그러한 비전을 전달하는 일에 

미흡했다.  

3. 총회가 장로교 선교국 (PMA)과 장로교 총회 사무처 (OGA)와 장로교 투자 및 융자 

프로그램(PILP)과 장로교 출판부(PPC)의 운영진들(directors)로 하여금 이 네 기관들을 

섬기는 공유 서비스 (재무 및 회계, 정보 기술, 급여, 커뮤니케이션, 번역, 인사 관리, 법률 

및 위험 관리, 내부 감사, 건물 서비스, 메일 및 인쇄, 장로교 배포 서비스, Hubbard 

Press)를 최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탐구하기 위해 직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시해 주기 바랍니다.  

a. 위원회는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네 기관들로부터 동등한 숫자의 직원 대표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1 조직 내의 여러 부서들이 자신들이 성공한 것을 다른 부서들과 공유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히 정보를 공유하지 않음으로 인해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태-역주 

http://www.macmillandictionary.com/us/dictionary/american/silo-mentality 참조. 

 

http://www.macmillandictionary.com/us/dictionary/american/silo-mentality


b. 위원회는 추천사항들을 제 223차 (2018) 총회에 상정해야 합니다.  

추천사항 3에 대한 배경 설명 

현재, 공유 서비스는 PMA 에 속해 있고, PMA 총무에게 보고한다. 하지만, 공유 서비스 부서는 

OGA, PILP, PPC, PPC 모두를 섬기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네 개의 모든 기관들 안에서 공유 

서비스가 비싼 가격으로 중복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들었다. 게다가, 공유되는 감독 권한이 

없이 서비스를 공유하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들었다.  

요약 (Executive Summary) 

미국 장로교 선교국 (PMA)은 피조물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라는 부르심에 

반응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도록 교회를 준비시키고 고무시키고 

연결시킨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다양한 역량 안에서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 받았다고 느끼는 

재능있고 충실한 PMA 에 속한 많은 종들을 통해 교회를 축복해 오셨다. 그들의 수고는 최근의 

전환들 및 논쟁들에 비추어 볼 때 더욱 칭송할만한 것들이다. 

비록 PMA 가 훌륭한 일을 해냈지만, 다음을 포함하는 많은 영역들에서 심각한 약점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전략적 의사 결정 및 우선 순위 설정; 조직 문화 및 업무 환경; 다른 총회 

기관들과의 공동 노력. 이 보고서는 인터뷰와 상호연락과 홍보 자료들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들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관찰한 것이 PMA 조직 구조 및 문화 전체에 스며들어 

있으며, 특정 상황들이나 특정 부서에 한정된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위의 추천사항들 외에, PMA 심사 위원회는 PMA 에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 볼 것을 지시한다.  

1. 다섯 개의 다른 기관들과의 창조적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직원들이 그러한 다른 

기관들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내부 교육 기회들을 마련하는 것. 

 우리가 행한 인터뷰에 의하면, PMA 직원들과 다른 장로교 기관들과 사이에 더 나은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들의 업무에 대한 더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하다. 현재 직원들의 발전을 도모하는 날들 (staff development days)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관계들을 구축하기 위한 정보 및 

 기회들을 제공하기에는 그 날들이 충분치 않아왔다.  

2. 모든 기증자들에게 그들의 기부금들 중 몇 퍼센트가 직접 선교 기금으로 쓰이고, 몇 

퍼센트가 행정 비행으로 쓰이는지에 대한 명료한 구분을 포함하여, 그들의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 이러한 정보는 

열람하기에 용이해야 함.  

 심사 위원회는 선교 기금으로 얼마나 할당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상당히 

 힘들었다. 우리는 행정 비용이 기증자 지정 헌금들 중 5-22% 사이에 해당하는 다양한 

 액수라는 것을 발견했다. 프로그램 직원이나 고위 리더십이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행정 비용 할당은 통상적인 것이며, 기부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측정해 주는 표준이다. 우리는 이러한 분할액과 

 관련하여 투명성있는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이 PMA 로 하여금 이러한 비용들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도록 하는데 긍정적 자극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  

3. 장로교 센터 안에 채플린을 고용하는 것.  

 지난 몇 년 동안 일반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외에, 갑작스럽고 임박한 

 해고 그리고 거의 끊임없는 재구조 및 조직의 이동이 있어왔다. 그러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은 불안 및 슬픔의 환경에서 지내야 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면서, 심사 위원회는 

 직원들에게 모든 면에서 영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교회 기관으로서, 

 PMA 는 전인적 건강을 촉진시키는 작업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엄중한 책임 및 독특한 

 기회를 지니고 있다. 채플린이 모든 신앙 전통들에 속한 사람들에게 영적 돌봄을 제공해 

 줄 것이다.  

4. 장로교 선교국 이사회 및 직원들을 위해 외부 상담자들이 제공하는 문화적 겸손 

(cultural humility) 훈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  

 최근의 사건들 (문화적으로 상투적이고 불쾌감을 주는 특별 헌금 인쇄물 및 혼동스러운 

 “Ask Me Why You Matter” 캠페인을 포함)은 PMA 에 문화적 겸손 및 인식이 

 시스템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확연히 보여준다. 우리는 PMA 직원이 아니면서 이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행하는 교육에 모든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참여하기를 추천한다. 우리는 이것을 문화적 겸손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첫 도약으로 바라보며, 이러한 시작은 전체 교회를 위한 좋은 모델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종합적 배경 설명 (Rationale Overall) 

I. 서론 

PMA 를 심사하는 위원회는 PMA 와 전체 미국 장로교 선교와의 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제 

221 차 미국 장로교 총회 (2014)에 의해 임무를 부여받았다. 우리는 OGA 에 의해 마련된 기관 

심사 매뉴얼 (Agency Review Manual)을 따랐으며, 이 매뉴얼은 총회 매뉴얼: 선교 기관 

(Manual of the General Assembly: Organization for Mission) 에 나와있는 기관 심사 위원회 

지침에 기초하고 있다. 2014 년부터 시작하여 16 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는 세 번에 걸쳐 

만남을 가졌으며, 이메일과 컨퍼런스콜을 통해 정기적으로 연락했고, 65 명 이상을 인터뷰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PMA 직원, 이사회원들, 중간 공의회 대표들, 다른 총회 기관 직원들, 그리고 

기타 이해 관계자들이었다. 우리는 또한 OGA 심사 위원회와 협의를 하였다. 이전의 

설문조사들을 통해 얻은 기존의 자료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사를 위해 또 

하나의 공식적 설문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PMA 직원 및 PMAB 가 우리를 위해 준비한 자체 연구 문서를 읽음으로 우리의 심사를 

시작했다. 우리는 이 문서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만든 수고에 매우 감사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PMA 심사 위원회의 추천사항들에 반응하여 PMA 가 하는 일을 잘 문서화하였다. 이 보고서는 

또한 PMA 가 세계 도처에서 행하고 있는 선교의 폭과 질적인 부분을 강조했다. 우리 위원회는 

총회의 보고서 뿐만 아니라, PMA 가 제공한 또 다른 문서들도 검토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PMA 가 심각한 도전들 및 논쟁들에 직면했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교회 관련 보도들 및 소셜 미디어에 의해 널리 

공개되었다. PMA 는 1001 예배 공동체 프로그램 부서에서 일하던 몇 명의 직원들이 그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받기 위해 별도의 비영리 기관을 세웠다는 것을 발견했다. 

2013 년 장로교 청소년 트라이에니움 (Triennium)에 대한 일상적 회계 감사를 하는 동안에 이 

전에 보고된 것보다 더 많은 손실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특별 헌금 부서는 위대한 나눔의 한 

시간이라는 헌금을 거두기 위해 문화적 민감함을 고려하지 않은 홍보 자료들을 배포했다. 

게다가, 우리 심사가 시작한 이후에 PMA 총무가 사임했고, PMAB 가 임시 총무를 임명하였다. 

이러한 특별한 사건들을 다루는 것이 이 위원회의 책임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PMA 안의 문화 

및 시스템이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에 어떻게 작용했을 수 있는지를 주의깊게 살펴 

보았다.  

이 위원회의 회원들은 다음과 같다: Teaching Elder Debra Avery, Oakland, California, 

San Francisco Presbytery; Teaching Elder Eric Beene, Savannah, Georgia, Savannah 

Presbytery; Ruling Elder Tacey Braithwaite, Sioux Falls, South Dakota, South Dakota 

Presbytery; Teaching Elder Eliana Maxim, Seattle, Washington, Seattle Presbytery; 

Teaching Elder Nancy Muth, Wyndmoor, Pennsylvania, Philadelphia Presbytery; 

Teaching Elder Ken Page, Phoenix, Arizona, Grand Canyon Presbytery; Ruling Elder 

Stephen Proctor, Dillsburg, Pennsylvania, Carlisle Presbytery; Ruling Elder Chris 

Rhodes, Santa Rosa, California, Redwoods Presbytery; Ruling Elder Barbara Sarjeant, 

Orangeburg, South Carolina, Charleston Atlantic Presbytery; Ruling Elder Elizabeth 

Swee, Moorhead, Minnesota, Northern Plains Presbytery; Ruling Elder James Tse, 

Woodhaven, New York, New York City Presbytery; Teaching Elder Perry Wootten, Mt. 

Kisco, New York, New York City Presbytery. 

II. 간략한 개요 

A. 칭찬 

이러한 과정 동안 내내 우리 위원회는 PMA 업무 및 사역에서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PMA 는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도움이 필요한 자들—경제적 혹은 사회적 계층에 

상관없이--및 세상을 위해 참되고 의미있는 일들을 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일들에는 재난의 시기에 필요한 원조, 지역 교회 

를 위한 안내, 난민 지원, 실직자 돕기, 청소년들의 믿음 성장 지원, 교육 수준 향상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PMA 가 일을 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을 통한 성공적인 일들이 교단 

전체에 널리 알려져 있다.  



교단에서 발행되는 잡지들, 뉴스 보도, 연례 보고, 홍보 자료들, 웹싸이트, 소셜 미디어 및 기타 

많은 자료들을 통해 미국 장로교가 행하는 많은 성공적인 일들에 대해 알 수 있다. 우리는 

PMA 의 수고를 통해 우리 교단 교회들이 성취한 사역 및 선교를 훌륭히 묘사해 주는 다채로운 

이미지들과 잘 쓰여진 많은 기사들을 제공받았다. 우리 위원회는 PMA 가 행한 사역들의 범위 

및 성공적인 결과들을 축하한다. PMA 에 의한 성과들을 더 잘 공유하기 위해 그리고 온 교회가 

PMA 의 사역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장려하기 위해, PMA 커뮤니케이션 직원들이 

발기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들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B. 사명 및 가치 (Mission and Values) 

PMA 가 완수해야 할 폭넓은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 PMA 핵심 간부들 및 PMAB 회원들이 

PMA 의 사명 및 핵심 가치들에 대한 문구들을 명확하게 만들었다. PMA 의 사명은 “새로운 

그리고 기존의 믿음 소망 사랑 및 증거의 공동체들을 통해 세상에서 여러 모양들로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도록 미국 장로교를 고취시키고, 준비시키고, 연결시키는 것이다.” PMA 는 

협력(collaboration), 책임(accountability), 반응(responsiveness), 뛰어남(excellence)이라는 

핵심 가치를 통해 이러한 사명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심사를 위해 PMA 가 우리에게 제공한 

자료들은 이러한 사명 및 가치들을 표현해주는 문구들이 PMA 의 일들을 위한 이정표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백히 해놓았다.  

C. 직원 

우리 위원회는 PMA 직원들의 자질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PMA 에는 루이빌에서, 미국 

도처에서,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많은 재능들을 가지고 충실하게 섬기는 직원들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인터뷰한 직원들이 자신들의 일에 대해 열정을 지니고 있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일에 

대한 깊은 사랑을 지니고 있으며, 섬기는 일로 부름 받았다는 느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는 PMA 직원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 

이것은 그들이 만들어 제공하는 뛰어난 자료들 및 프로그램들을 통해 알 수 있다. 게다가, 

PMA 직원들이 심각한 동요 및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때에도 매우 헌신적인 자세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칭송할만한 것이다.  

성공적으로 행한 많은 일들, 명백히 기록된 사명 및 핵심 가치들, 직원들의 훌륭한 재능 및 

헌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려되는 몇몇 중요한 영역들을 발견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들을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PMA 직원들 및 PMAB 회원들 사이에 PMA 를 위해 명확히 전달된 전략적 방향의 결여.  

 총회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 부족. 

 불안 및 불신으로 특징지워지고, 또한 영적 리더십과 투명성과 문화적 겸손의 

영역들에서 명백한 부족함을 드러내는 조직 문화 및 업무 환경. 

 



III. PMA 전략 관찰 

우리는 의사 결정 및 우선순위 설정과 운영 전략 사이가 자주 단선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어떤 

경우들에는, 사명 및 가치들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을지라도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우선 순위 설정 및 의사 결정을 안내하는 전략적 계획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것이 직원들 사이에 긴장감을 일으키는 것 같았으며, PMA 의 전반적 효율성을 

떨어뜨렸을지도 모른다.  

A. 자원에 이끌리는 (Resource-Driven) 

미국 장로교는 회원수 및 교회의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PMAB 와 

직원들은 PMA 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예상되는 재정 부족에 대해 

내외적으로 전달해왔다. 재정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교단은 부족한 재정을 인식하고 

책임있게 나아가야 할 필요성과, 현행 프로그램들을 유지하고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주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지속적인 도전을 직면하는 것의 중요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추어야 할지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하지만, 우리가 조사한 것을 기초해 

볼 때 PMA 는 사명 및 가치들에 기초한 전략적 우선순위들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것으로부터 

오직 유용한 자원들에 기초하여 의사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동해왔다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교단의 어떤 프로그램들은 자원에 구속을 받는 성향이 있는 우리 교회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회가 변화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부족한 재정에 의해 지배를 받는 

것보다 영감 (inspiration)에 더욱 열려져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영감은 사명에 따른 정체성 

및 공유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 더욱 제한된 재정 자원이 의사 결정을 위한 현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PMA 는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 더욱 의도적으로 사명 

및 가치를 가장 우선순위로 여겨야 한다.  

B. 커뮤니케이션 

우리 위원회는 PMA 커뮤니케이션 부서가 또한 전략적 의사 결정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말은 정보 공유가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사실, 메시지 관점에서 보면, 

PMA 로부터 나오는 정보가 수없이 많다. 교단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엄청난 양의 

정보는 PMA 의 사명 및 업무를 불투명하게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조사를 할 당시에 우리 교단 웹싸이트에는 100,000 페이지 이상이 있었다. 

직원들은 우선적으로 그들 각자의 부서 안에서 정보를 유지해왔다. 우리는 PMA 안의 각 

부서들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이야기들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각 부서들이 중간 

공의회들 및 교회들이 요청하는 정보 및 자료들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불행한 것은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첨가되고 있는 반면에 오래 되었거나 덜 

중요한 정보들이 거의 삭제되지 않고 있다는 것과, 또한 추가되는 각 페이지들로 

말미암아 데이터들이 미로와 같이 모아져서 심지어 구글 검색을 통해서도 필요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공식적 웹싸이트 외에도, PMA 운영 시스템 밖에서 유지되고 있는 독자적 싸이트들이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1001 예배 공동체 싸이트는 IT 직원들이 사용하는 도구들에 

속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함으로 IT 직원들이 그 싸이트를 지원하기가 어려웠다. 컴퓨터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표준화하는 것과 보안상의 필요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된다.  

 웹싸이트를 통한 PMA 의 의사소통 방법 외에도, 100 개 이상의 전자 뉴스레터들이 있다. 

커뮤니케이션 직원들에 의하면, 그러한 전자 뉴스들 중 15 개는 오직 기아 (hunger) 

이슈만을 다루고 있다. 직원들과 인터뷰하는 동안, 이러한 것들을 통합하려 해보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우리는 PMA 가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바램 이면에 좋은 의도들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비전 및 초점이 불분명하다. PMA 가 교단 전체에 전략적 방향을 전달하고, 

비전 및 가치들을 일치시키는 일에 더 잘 준비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숙련가들에 의해 

그리고 리더들의 동의에 의해 만들어진 협력 커뮤니케이션 계획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공공 분야에서 일치되고 전략적인 교단의 목소리가 부족하다. 우리 교단이 

에큐메니컬 및 인터페이쓰 공동체 그리고 세속 사회에 참여 할 때에, 여러 목소리들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 총회를 대변하는 “소리”를 내도록 권한을 받은 한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난 번 PMA 심사에서도 제기되었던 것이다. 정서기가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권한을 부여 받았지만, 광범위한 이슈들을 다루는 PMA 로부터 나오는 엄청난 정보들을 생각할 

때에 그 역할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왜 혼동스러워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C. 이사회의 참여 

우리 위원회는 PMA 를 위한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는 일차적 책임이 장로교 선교국 이사회 

(PMAB)에 있다고 이해했다. 하지만, 우리는 PMAB 가 PMA 의 업무 및 그 업무에 대한 

PMAB 의 역할을 포함하는 큰 그림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 행해지고 있는 

것을 관찰해 보니 선교적 목표들이 PMA 의 소수 직원들에 의해 설정되는 것 같았다.  

PMAB 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책임(responsibilities)과 구조 (structure)와 구성 

(composition)에 상당한 변화를 주었다. 전에는 총회 공의회 (General Assembly Council: 

GAC)가 교단의 모든 기관들을 포함하고 있었고, 총회가 열리는 사이의 기간 동안 총회를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지니고 있었다. 이 공의회는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큰 

기구였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여섯 개의 기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서로 그리고 총회와 

어떻게 관련하는지에 대한 것이 변화되었다. GAC 를 없애고 PMAB 가 만들어졌다. 우리는 

PMAB 가 현재 효과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지 않다고 확신한다. 우리가 인터뷰를 한 이사회 

회원들, 직원, 그리고 기타 다른 이해 관계자들이 다음과 같은 의견들을 나누었다: 

 이사회 회원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그들이 감당하는 

업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명확하지 않다. 

 “모든 사람들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상당한 압력이 있다.  



 PMAB 의 크기가 너무 크다 (투표권을 지닌 47 명과, 투표권이 없는 10 명의 회원으로 

구성됨). 

 이사회 회원들이 공천되고 임명되는 과정에서 PMAB 가 그들의 업무를 완수하기에 

충분한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초점 및 의도성이 부족하다.  

 PMAB 와 자문 위원회들 (사회 증언 정책 자문 위원회, 타인종 관련 옹호 위원회, 여성 

관련 옹호 위원회를 포함) 사이의 특정한 책임과 관련하여 그리고 그들이 총회를 

포함하여 다른 기관들과 어떻게 관련하는지에 대해 혼동이 있다.  

 PMA 안에 공유 서비스 (IT, 재정 및 회계, 빌딩 서비스…)를 포함시킴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공유 서비스는 여러 기관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오직 

PMA 에게만 책임을 진다.  

PMAB 회원들은 이사회의 감독 기능을 전략 및 재정적 역할들에 맞추기 위해 PMAB 의 구조 및 

역할을 재구성하여 계획하는 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 2 년 

사이에, 이사회는 직원들 및 다른 이들이 추천하는 것을 승인해주는 일상적인 일 이상을 성취할 

수 없다는 느낌을 극복하기 위해 그들의 감독 역할을 훈련하는데 시간을 보냈다. 이사회 

회원들은 그들의 역할에 더 참여하고 싶어하는 바램에 대해 말했다. 특별히 그들 업무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일과, 이사회로서 그들의 시간을 함께 더 지혜롭게 사용하고 싶어했다.  

IV. 조직 문화 

우리는 PMA 직원들이 조직 문화와 과정들과 운영에 대한 관심이 일관되지 않은 반면에, 그들이 

이룬 많은 성공적인 결과들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관찰했다. PMA 리더들 및 고위 

운영팀은 최근의 논쟁들이 산발적인 사건들로서 PMA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고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는 시스템의 조직 문화와 이러한 사건들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믿는다. 

A. 작업 환경 

인터뷰와 대화 속에서, PMA 직원들과 PMAB 회원들 그리고 기타 다른 이해 관계자들이 

반복해서 말한 것은 선교 및 사역에서 명백한 성공 사례들이 있으며, 이러한 성공들은 억압적인 

조직 문화와 심한 스트레스를 주며, 때로 건강치 않은 작업 환경을 양산해 낸 운영 스타일에도 

불구하고 성취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세속적인 기업 모델이 기본적인 조직 

형태로 등장했다. 이러한 이동을 통해, PMA 는 자기에게 필수적이고 독특한 것을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 교회라는 정체성, 정치 형태 (Form of Government) 위에 놓여진 토대, 집합적 

영성 의식 (a sense of corporate spirituality). 이것은 빈번히 일어난 직원 삭감 조치에서 뿐만 

아니라, 또한 PMA 의 업무와 연관된 최근의 논쟁과 관련된 특정 인사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여졌다.  

이러한 조직 문화는 직원들이 최상의 의도를 가지고 일하는 것에 방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인 손해를 일으켰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우려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다: 



 직원들 및 PMAB 회원들 사이에 사기가 떨어져 있고, 종종 견디기 힘든 불안함이 있다. 

 PMA 의 크기에 비해 경영층이 많으며, 계급 구조 사이에 장애가 많고 반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직원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 과정에 그들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빈약한 내부 커뮤니케이션, 부족한 자원들을 얻기 위한 경쟁, 그리고 부서들 사이의 

불신에 의한 “silo mentality”2가 조장되어 있다.  

 직원들이 경영팀에 의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 

 결정을 하고 이행하는 권한이 없이 상당한 업무를 성취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어떤 개별 직원들은 책임있는 행동을 위해 고안된 과정들 및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특별 지위를 지니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  

 관리자들 (managers) 및 감독자들 (supervisors)을 위한 일관성없는 리더십 훈련 및 

기술들이 있다.  

우리는 업무의 결과들이 중요하며 적절하게 인정을 받고 긍정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헌신된 기관인 PMA 의 장기적 성공은 공동 노력에 보상을 주고 

전인을 위한 건강 및 온전함을 촉진시키는 문화 안에서 조장되는 건강한 관계들에 의존한다. 

이것은 특별히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B. 불안 및 불신 

우리 위원회가 인터뷰를 하면서 발견한 것은 불안과 두려움과 불신과 갈등 회피로 얼룩진 현 

문화가 PMA 문제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서 PMA 가 내부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1001 예배 공동체 프로그램, 청소년 Triennium,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고정 관념들을 영속화시키는 것으로 간주된 특별 헌금 

홍보물을 포함하는 사건들은 그러한 불안 및 불신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또한 그것들을 

영속화시켜 주었다. 또 어떤 이들은 직원들과 리더십 사이의 불신을 언급하기도 했다. 

인터뷰에서 몇 번씩 제기된 이러한 언급들은 신뢰가 낮고 고도의 불안한 환경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제공해 주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회계에서 숫자만 다루는 사람들과 협의하고 싶지 않습니다—그냥 일만 끝내고 

싶습니다.  

                                                           
2
 조직 내의 여러 부서들이 자신들이 성공한 것을 다른 부서들과 공유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히 정보를 공유하지 않음으로 인해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태-역주 

http://www.macmillandictionary.com/us/dictionary/american/silo-mentality 참조. 

http://www.macmillandictionary.com/us/dictionary/american/silo-mentality


 우리는 기술 부서가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로그 웹싸이트 (rogue website)3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자문 위원회나 프로그램과 협의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법률 부서와 협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단순히 

웹싸이트를 사용할 것입니다.  

협력을 하게 되면 의사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말도 자주 들었다. 예를 들어, 어떤 부서들이 

기존의 시스템을 벗어나 독립적인 웹싸이트를 만들었을 때에, 그들 부서의 직원들은 그들이 더 

민첩하고 상황에 재빨리 반응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에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과거에 회계 

부서나 법률부서와 같은 행정 부서들이 의사 결정의 속도를 늦추게 하거나 예정 계획에 반하는 

조언을 해 온 것이 사실이며, 자문 위원회와 함께 일하는 것이 지루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도 

있지만, 또한 이러한 협의 과정들은 필요한 견제와 균형을 제공해주며, 프로그램 직원들이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필요 적절한 시간을 제공해 준다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속도 및 

재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투명성과 협력과 명료성이 희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의 실정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지난 해에 PMA 에서 보아 온 종류의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PMA 가 이러한 유형의 부서별 협력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분명하다. 

C. 영적 생활 

PMA 는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전인적 인간을 위한 건강을 촉진시켜주는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독특한 기회와 책임을 지니고 있다. PMA 의 개방적 고용 정책은 다른 신앙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개혁 신앙 영성에 고유한 가치들은 

양한 영적 경험들이 등장할 수 있고 직원 지원을 위한 전체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출발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 기관 안의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잠재력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에 직원들 사이에 영적 리더십이 부족한 것 같다. 특별히 세 영역이 

눈에 띄었다: 

 영적 돌봄: 몇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은 갑작스럽고 임박한 해고를 당할 수 있으며, 또한 

거의 끊임없는 재 조직 편성 그리고 사역의 필요보다는 예산 상의 문제에 기초하여 의사 

결정을 내리는 환경 속에서 지내왔다. 따라서 직원들은 모든 수준에서의 목회적 돌봄이 

필요하다. 이렇게 PMA 직원들에게 영적 돌봄을 제공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재 그러한 돌봄을 위한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배 생활: 채플 예배의 참석률이 저조하다. 사실, 어떤 직원들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그들의 업무량이 적다는 신호를 줄 수 있고, 그 결과 그들의 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대해 언급했다. 또 어떤 직원들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상관들이 싫어해서 

                                                           
3
 유명한 웹싸이트와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는 웹싸이트—역주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예배 참석을 강요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직원들은 공동체 생활의 일부분으로 특정한 기도 및 찬양의 시간에 참여하도록 

격려되어야 한다.  

 개혁 신학 및 장로교 정치: PMA 직원들은 다양한 신앙 배경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또한 이것으로 인해 직원들이 독특한 장로교 신학과 

역사 및 정치를 어떻게 증언할 수 있을지에 대해 독특한 도전을 받게 된다.  

D. 투명성 

우리는 인터뷰를 통해 모든 부서들 사이에 신뢰가 상당히 부족하고 silo mentality 에 기초한 

행동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투명성이 부족해서 일어난 것이면서, 또한 

투명성이 부족하도록 만드는 “악순환”의 일부분이다.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개인들 및 부서들이 

제외되었다고 느꼈을 때 공동 협력 노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유형의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려 하기보다 자신들의 관심사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보호하려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우리는 자원들의 부족으로 

인해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위협을 느꼈을 때에 개방적 커뮤니케이션이 특별히 부족하게 

되었다는 것을 관찰했다.  

직원들이 나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만하지만, 어려운 시기에는 투명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 게다가, 투명성의 부족은 종종 그에 상응하는 자기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식을 초래한다. 이것에 대한 명백한 실례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PMA 의 자체 연구에서 

보여졌다. 거기에는 축하할 것이 참으로 많이 들어있지만,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루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았다. PMA 는 신뢰와 투명성의 문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모든 뉴스들을 

기꺼이 공유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어떤 뉴스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기꺼이 그러한 것들을 공유하고자 해야 한다.  

우리 위원회는 PMA 직원들 및 PMAB 회원들 사이에 더 투명적이고 더 참여하고자하는 진실된 

바램이 있다고 믿는다. 이것 때문에 문화가 어느 정도 변화가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2 년을 

돌아볼 때, 예산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모든 직원들 및 부서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해 

훨씬 더욱 개방적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투명성이 사실상 제지되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영역들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미국 장로교에 기부하는 자들이 그들이 기부한 것들 중 몇 

퍼센트가 행정비로 할당되고, 몇 퍼센트가 선교비로 쓰이는지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확고한 대답을 얻을 수 없었다. 심지어 여러 인터뷰를 했지만 

말이다.  

E. 문화적 겸손 (Cultural Humility) 

문화적 겸손은 어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화적 정체성의 양태들과 관련하여 “타인 중심적” 

(혹은 타인에게 개방적)인 대인 관계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어 왔다. PMAB 는 

내셔널 수준에서 타인종 및 민족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시를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다. 문화적 

능력 (proficiency) 및 역량 (competency)이 기관의 훈련 및 책임있는 참여를 통해 강조되고 



있다. PMA 또한 문화적으로 더욱 포용적인 직원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으며, 우리는 

PMA 및 모든 교회 수준에서 이러한 노력을 더욱 심화시키기를 장려한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는 PMA 내에서 문화적 겸손을 더욱 확장하고 긍정해야 할 필요성을 

관찰했다. 이러한 평가는 PMAB 전체가 문화적 인식 및 겸손과 관련하여 갈 길이 멀다는 

이사회 회원들의 고백에 의해 확증되었다. 직원들과의 여러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또한 

특권있는 직원 (보통 백인)들이 다른 부서들과 연락도 없이 정책들을 벗어나 행동한다는 것에 

대해 들었다. 게다가, 타인종 직원이 우려 사항들을 제기하면 그것들은 바로 무시되었다.  

“위대한 나눔의 한 시간”이라는 특별 헌금 홍보를 위해 민족적으로 편협적인 자료들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이 바로 그러한 실례라 할 수 있다. 타민족 및 인종적 우려 사항들에 대한 

어떤 토론이 있었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사용하자는 결정이 일방적으로 통과되었고 

그러한 우려 사항들은 완전히 무시되었다.  

타인종 및 민족에 대한 관심이 우리 교단이 지니고 있는 가치 및 비전의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공동 협력 노력은 항상 유색인들의 자문과/혹은 참여를 포함해야 한다. 나아가서, 

그러한 자문을 구할 때, 의사 결정권자들, 특별히 백인들은 자신들에게 문화적 관점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어를 제외한 언어들로 PMA 에 의해 만들어진 

자료들은 그러한 자료들의 수혜자들인 유색 공동체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PMA 직원들이 생각하기에 번역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 것들일 뿐이다. 특권 계층에 속한 

자들이 나머지 사람들이 무엇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문화적 

관점이 부족하다 보니 종종 유색인들의 경험 및 지식이 제대로 알려지고 이해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우리는 우리 교단의 모든 차원에서 모든 인종에 속한 사람들을 차별없이 고용하고 청빙해야 

한다. 또한, 백인 직원들은 공동 협력을 하는데 있어서 그들이 지닌 특권이 미칠 수 있는 효과 

(눈에 띄는 효과 및 눈에 띄지 않는 효과들을 포함)를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 위원회는 

우리가 더 포용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 PMA 직원들이 문화적 겸손을 심화시키고 그것을 교회의 

모든 면에 통합시키는 모델이 되어 선을 보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믿는다.  

V.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 

PMA 의 전반적 업무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이 

결핍되어 있다. 이것으로 인해 통합 (integration)이 부족하고, 그들의 공동 목표가 불확실했다. 

이러한 협력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기관들 사이에 감사와 공동 노력 대신에 경쟁 및 불신이 

조장되었다. 우리는 Silo 적 태도를 PMA 안의 다른 프로그램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 

장로교에 속한 여섯 개의 다른 기관들 사이에서도 자주 목격하였다. 여기에 몇 가지 실례들이 

있다: 

 PMA 는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자금 모금 이니셔티브들을 독자적으로 시작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러한 것이 적절하고 필요한 노력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영역에서 상당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장로교 재단과 공동으로 이러한 노력을 

한다면 효과가 훨씬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OGA 는 컴퓨터 프로그램 서비스 계약건을 200,000 달러에 내놓았다. PMA 기술 부서가 

이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OGA 는 관리 및 책임 의무와 관련하여 만족스럽지 

못했었다. PMA 도 이 계약에 입찰하도록 초대를 받았지만, PMA 의 입찰 가격은 

프로그램 지원 및 책임 의무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OGA 의 요청을 

받아들일만한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2015 년 3 월에, PMA 는 “사역을 위한 장로교 자료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Presbyterian Today 를 발행했다. 이것은 도움이 되는 PMA 의 자료들로 가득 찬 매우 

훌륭한 발행물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OGA 가 이것이 발행되기 몇 주 전에 사역을 위한 

자신들의 자료들은 그 안에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에 대해 

들었다. PMA 는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자 마지막 순간에 OGA 에 한 두 페이지를 할애해 

주는 즉각적 반응을 보였다. 

 2015 년 7 월에, PMA 는 “네가 왜 중요한지 나에게 물어봐”(Ask Me Why You 

Matter)라는 인종차별 인식 캠페인을 벌였다. 이 캠페인은 3 개월 동안의 준비 및 다른 

기관들과의 최소한의 협력 속에서 2015 년 Big Tent 에서 소개되었다. 이것은 이 

캠페인을 준비한 PMA 직원들과  인종, 인종 차별, 민족, 민족 중심주의에 대한 범 

교회적 대화를 위해 총회가 임명한 위원회 사이에 어떤 대화도 없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우리는 오직 한 기관에 대한 심사를 통해 모든 기관들 사이의 협력의 문제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모든 기관들 사이에 이러한 분리가 어떤 정도로 존재하는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기관들 

사이에 감지되고 있는 의도적 (아마도) 분리가 우리를 염려케 한다. 이러한 상황들은 공유하고 

있는 “내부의” 전문 지식 및 교단의 지혜를 끌어 쓸 수 있는 기회들을 상실했다는 것을 

돋보이게 한다.  

인터뷰를 통해 볼 때, 직원들이 PMA 와 다른 기관들 사이에 더 나은 협력 및 의사소통이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더 나은 협력 및 조정에 대한 우려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토론되고 검토되었다는 것을 배웠다. 하지만, 이러한 주기적 검토 및 토론이 항상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2010 년 PMA 심사 위원회 또한 여섯 개의 기관들 사이에 더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 주목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있어왔다는 것을 인정한다. 여기에는 기관장들 (두 명은 PMAB 의 의장임)의 

분기별 회의, 기관들 사이의 공동 프로젝트 식별 및 추구, 여섯 개 기관 연례 보고서를 위한 

협력, Big Tent 컨퍼런스를 위한 협력 등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우리는 사역 및 선교를 더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이 영역에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다고 믿는다.  

 

 



VI. 결론 

미국 장로교 안에서 새로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음이 분명하다. 개체 교회들 및 중간 

공의회들이 사역을 위한 계획과, 직원 고용과, 자금 조달을 위해 새로운 모델들을 찾고 있다. 

하나의 교회로서, 우리는 지역 교회들에서 증가하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에 의해 영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지역 사회 안에서의 선교를 위해 제한된 재정 및 무제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소형 교회의 현실에 직시하면서 서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지역 교회들 

내에서 뿐만 아니라 또한 지역 교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창조적인 에큐메니컬 및 기업적 

파트너십 내에서의 협력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를 감지하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교단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현실 속에도 여전히 복음 전파, 사회 정의, 

성서 학문, 세계 선교, 그리고 교회 개척을 둘러싼 상당한 열정 및 흥분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사이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PMA 가 수용하는 것이 우리 교단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PMA 가 이러한 새로운 현실 속에서 섬기기 위해 필요한 

적응력있는 조직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위해 기도한다. 이것은 단순히 구조 조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또 하나의 호소가 아니다. 지금 우리는 더 깊은 조직적 수준에서의 변화를 

위한 기회를 갖고 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PMA 가 이 보고서를 통해 우리가 제기한 

전략적, 영적, 기능적 도전들에 반응해 나가는 가운데 에너지와 지성과 상상력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 안으로 창조적이고 전략적이고 적응력있게 나아가면서 

교회를 더 잘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