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gust 4, 2022 

  노회 서기장님께  

 

주님 안에 형제 된 여러분: 

소수민족 자문위원, 교수 자문위원, 청년 대표들과 함께, 총대들은 2022 총회에서 여러 중요 사안들을 

심의하며, 많은 기도로 함께했습니다. 또한 총회 임원들은 은혜와 지혜와 성실함으로 총회를 

이끌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서로의 의견을 경청했고, 토론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였습니다. 2022 총회는 6월 10-16일, 대면 회의 전에 화상 회의와 사전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었는데, 약 200여 분의 총대가 시간을 기꺼이 내 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교회 리더십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회의 결정은 2022 총회 회의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특정 단체의 업무와 사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을 강조하며, 총회의 수많은 결정 사항들을 열심히 분류해 놓았습니다. 노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부 중요 결정들은 (1) 사역자들을 위한 행동 강령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실행 계획 

제안, (2) 항소 절차 개정, (3) 노회 및 총회 총대 위임 관련 변경사항 등이 있습니다. 이는 수 개월 후에 

여러분의 노회에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여러 권고안 중 일부입니다.  

 

늦여름 경, 2022 총회 회의록 인쇄버전이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께 발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특별히 노회와 여러분 사역에 도움이 될만한 사안들을 추려, 총회 결정 요약을 첨부해 보내드립니다. 

CRC 교단 웹사이트  crcna.org/SynodResources에서 2022 총회 회의록 디지털 버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총회 결정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한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자 “노회 서기 연결 Stated Clerks 

Connect” 화상회의가 2022년 9월 8일 동부시간 오후 1시로 예정되었습니다. 총회에 관한 대화를 위해 

이 시간을 비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이 어려우신 경우, Dee Recker 디렉터 

이메일 drecker@crcna.org로 연락 바랍니다.  

 

첨부해 드린 총회 요약을 주의깊게 살펴봐 주시고, 노회에서 2022 총회의 결정을 진행하고 실행하도록 

도와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본 요약본을 보시며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행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Yours faithfully,  

     
Zachary J. King     Diane (Dee) S. Recker 
General Secretary of the CRCNA   Director of Synodical Services  

http://www.crcna.org/SynodResources
mailto:drecker@crcn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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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를 위한 2022 총회 결정 요약  

 
 

1. 사역자를 위한 CRC 교단 행동 강령에 관한 연구 및 의견 
   

 교단이사회는 2021년 6월, 2021 총회를 대신해 사역자를 위한 CRC 행동 강령을 채택하고, 사용을 

위한 실행 계획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2022 총회는 제안된 실행 계획을 고려하고(2022 총회 안건집, 

83-90쪽 참조) 수정된 행동 강령과 실행 계획을 교회가 검토하고 피드백을 주기에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구 및 의견을 위해 노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교단 총무가 피드백을 받고 토론을 

위해 2023 총회에 보고하도록 돕는 역할을 맡을 것이다. (2022 총회 회의록, 931-32쪽 참조) 
 
 

2. 그리스도 대속 사역의 본질에 대한 성경과 신앙고백의 가르침 지지  
  

 2021년에 연기된 제안서에 대한 응답으로, 총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망, 부활이 우리를 

대신해 우리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한 대속 사역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부인하는 것은 

개혁교회 신앙고백의 가르침에서 심각하게 벗어난다”고 단언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우리 구주의 

영광을 빼앗는 일이다”. 따라서 형벌 대속을 명백히 거부하는 모든 직분자는 교회 헌법 제 83조에 

의거해 특별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본 제안서에 대한 전체 결정은 2022 총회 회의록 895-96쪽에서 볼 수 

있다.    

 
 

3. 항소 절차 및 “교회 리더에 의한 학대 혐의 처리 지침” 개정   
 

 총회는 교회 헌법과 보칙 제 30조 a항과 제 42조 b항의 항소 절차를 명료하고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교회 리더에 의한 학대 상황에서, 카운실 단계에서는 노회의 교회 방문단이 개입하고, 

노회 단계에서는 총회 대리인이 개입하는 것을 추가한다.  

 

 또한, 해당되는 경우, 노회와 분과위원회는 교회 리더에 의한 학대 혐의와 관련된 항소를 다루기 

앞서, 적법 절차와 학대 예방, 대응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밖에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책임, 사후 관리, 조사에 관련된 추가 변경사항도 채택했다.   

 

 “교회 리더에 의한 학대 혐의 처리 지침”의 개정을 승인했다(지침서 관련 내용: 2022 총회 회의록, 

부록 C2, 746-53쪽; 채택된 교회 헌법 개정: 2022 총회 회의록, 851-53쪽). 

 
 
 
4. 캠퍼스 사역자의 노회 총대 위임  

  

 총회는 카운실에서 캠퍼스 사역자(해당 카운실이 관리하고 있으며 안수받은 목사)를 노회의 

총대로 위임하는 것을 허락하는 교회 헌법 제 40조 a항 보칙의 개정을 채택했다. 이 개정을 위해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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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는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위임은 노회 모임에 캠퍼스 사역자들의 출석과 공헌이 예상됨에 따라 

노회에 유익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위임은 노회 내 캠퍼스 사역자들에게 더욱 큰 인정과 격려가 될 

것이다.” (2022 총회 회의록, 847-48쪽) 

 
 

5. 총회 위임 관련 개정안  
  

 2022 총회는 2023 총회의 채택을 위한 토론을 위해, 교회 헌법 제 45조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각 노회는 일반적으로 목사 1명, 장로 1명, 집사 1명, 그 외 직분자 1명의 총대를 총회에 

위임해야 한다. 노회는 같은 직분의 총대를 두 명 이상 보낼 수 없다”(제안된 개정은 이탤릭체로 표시). 

6월 총회 심의를 위한 본 교회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교회/노회의 응답 기한은 3월 15일이다. (2022 총회 

회의록, 848쪽 참조) 
 
 

6. 칼빈대학교 이사회 새로운 지역 
  

 총회가 칼빈대학교 규정 개정안을 채택함에 따라, 칼빈대학교 이사회의 새로운 지역이 즉시 

발효된다. 칼빈대학교 이사회는 12개 지역 대표에서 6개 지역 대표로 전환됐다. 참고: 칼빈신학교 

이사회는 계속해서 12개 지역 대표 체제를 고수한다. 이사회에서 귀하의 노회가 속한 지역은 부록을 

참조. (2022 총회 회의록, 841쪽 참조) 
 
 

7. 백인 우월주의와 제도적 인종차별 
  

 인종차별, 정의, 불공평한 제도를 맡은 분과위원회가 이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고, 이어서 총회는 

백인 우월주의와 제도적 인종차별에 대한 제안서 8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2022 총회 회의록, 

943-46, 952쪽)   

 

- 칼빈신학교는 인종과 정의 문제에 대한 성경적, 개혁적 관점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교단이사회 COD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 모든 목사 후보자들에게 인종과 정의에 대한 성경적, 개혁적 관점을 설교할 것을 헌신하는지 

질문하도록 노회에 권장한다.   

- 장로는 인종차별과 정의 문제에 대한 성경적 대응에 있어, 우리 교단의 입장 및 그들의 

교회에서 설교하는 믿음과 교리를 지지할 책임이 있다.  

- 집사는 모든 사람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착취적인 구조와 제도를 바꾸기 위한 정의 및 사역을 

추구할 책임이 있다.  

- 예배 사역부는 교회가 공예배에서 인종차별 사안에 대해 애도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확증받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배를 기획하고 자료를 제공한다.  

- 모든 교회의 리더들은 인종차별의 성경적 정의에 대한 서로의 관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듣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성숙한 대화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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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의 교단 자료 사용을 장려한다.  

- 교단 사무총장은 상기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모든 노회의 의견을 받고, 2023 총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서에는 긍정적 발전에 대한 감사 및 어려움과 우려에 대한 기도 요청이 포함된다.  

 
 

8. 필요에 관한 교회 헌법 제 8조와 제 24조 a항 보칙에 관한 업데이트  
  

 카운실은 교단 영입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총회가 채택한 다음의 두 가지 사안에 주목해야 

한다(2022 총회 회의록, 837-38쪽). 
 

 -  제 8조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지속가능하고 현실적인” 영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거나 상황화가 필요한 경우, 목회 후보생을 위한 완화된 목회자 프로그램 Modified 

Ecclesiastical Program for Ministerial Candidacy (MEPMC)을 요구하는 전략을 포함시키기 

위해, 목사 안수를 위한 여정 The Journey Toward Ordination 문서가 업데이트 될 것이다. 

- 전도목사를 단독 목사로 청빙하는 것에 대한 제 24조 a항 보칙이 수정됐다(이탤릭체와 

취소선으로 표시).  

   “전도목사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조직교회의 단독 목사 직책을 섬길 

수 있다. 이 세 가지의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2019년 이전에는 제 24조 b항, 제 23조 

c, d항에서 언급했지만, 네 번째로 채택된 경우는 전도목사 핸드북(IV, I, J 섹션)에서 

설명한다. 노회는 헌법 24조 b항에 따라, 말씀의 사역자가 되는 자격을 갖추도록 

진행하는 학습계획을 따를 것을 조건부로 안수를 허락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전도목사가 개척교회 혹은 조직교회에서 단독으로 목회하려면, 그는 노회와 협력하여, 

노회에서 채택하고 교단 영입위원회에서 승인하여 전도목사 핸드북에 설명된 대로, 

교단차원의 안수를 받기 위한 맞춤식 학습계획을 계발하고 수료해야 한다.” 

 
 

9. 우리의 여정 2025(사역 계획) 사용 권장 
  

 본 사역계획에 주인 의식과 기대감을 주는 시각 자료, 대화카드 등 보조 자료와 함께 우리의 여정 

2025(사역 계획)-crcna.org/OurJourney/resources 자료들을 사용하도록, 교회에 권장한다. (2022 총회 

회의록, 856쪽)  

 
 
 
 
 
 
 
 
 
 

https://www.crcna.org/OurJourney/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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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Calvin Theological Seminary and Calvin University Board Regions 
 
Calvin Theological Seminary Board of Trustees 
 
Note: Members of the Calvin Theological Seminary regional board (that follows) are elected from the 
following twelve regions: 
 
Region 1—Classes B.C. North-West and B.C. South-East 
Region 2—Classes Alberta North, Alberta South/Saskatchewan, and Lake Superior (Canadian 

congregations) 
Region 3—Classes Eastern Canada, Quinte, and Toronto 
Region 4—Classes Hamilton, Huron, Niagara, and Ontario Southwest (formerly Chatham) 
Region 5—Classes Columbia, North Cascades, Pacific Northwest, and Yellowstone 
Region 6—Classes California South, Central California, Greater Los Angeles, Hanmi, and Ko-Am 
Region 7—Classes Arizona, Red Mesa, and Rocky Mountain 
Region 8—Classes Central Plains, Heartland, Iakota, Lake Superior (U.S. congregations), Minnkota, and 

Northcentral Iowa 
Region 9—Classes Chicago South, Illiana, Northern Illinois, and Wisconsin 
Region 10—Classes Georgetown, Holland, Kalamazoo, Muskegon, Northern Michigan, and Zeeland 
Region 11—Classes Grand Rapids East, Grand Rapids North, Grand Rapids South, Grandville, Lake Erie, 

and Thornapple Valley 
Region 12—Classes Atlantic Northeast, Hackensack, Hudson, and Southeast U.S. 
 
 
Calvin University Board of Trustees 
 
Note: Members of the Calvin University regional board (that follows) are elected from the following six 
regions: 
 
Region 1—Classes Alberta North, Alberta South/Saskatchewan, B.C. North-West, B.C. South-East, and 

Lake Superior (Canadian) 
Region 2—Classes Eastern Canada, Hamilton, Huron, Niagara, Ontario Southwest (formerly Chatham), 

Quinte, and Toronto 
Region 3—Classes Atlantic Northeast, Hackensack, Hudson, and Southeast U.S. 
Region 4—Classes Georgetown, Grand Rapids East, Grand Rapids North, Grand Rapids South, Grandville, 

Holland, Kalamazoo, Lake Erie, Muskegon, Northern Michigan, Thornapple Valley, and Zeeland 
Region 5—Classes Central Plains, Chicago South, Heartland, Iakota, Illiana, Lake Superior (U.S.), 

Minnkota, Northcentral Iowa, Northern Illinois, Wisconsin, and Yellowstone-Montana 
Region 6—Classes Arizona, California South, Central California, Columbia, Greater Los Angeles, Hanmi, 

Ko-Am, North Cascades, Pacific Northwest, Red Mesa, Rocky Mountain, and Yellowstone-Ut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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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성 연구 보고서 관련 결정 요약  

 

다음은 인간 성 연구 보고서에 대한 2022 총회 결정의 요약이다. 추가 정보는 crcna.org/synod/hsr-

faq에서 자주묻는 질문 FAQ 형식으로 볼 수 있다.  

 

인간 성 연구 보고서에 대해 총회는 무슨 결정을 했나?  

 

2022 총회는 인간 성 연구 보고서(이하 HSR)에 관해, 2022년 6월 안건과 더불어, 많은 노회와 

카운실로부터 접수된 70개 이상의 제안서와 동의서와 함께, 수많은 결정을 내렸다. HSR 관련 2022 

총회의 모든 결정 사항은 2022 총회 회의록, 904-24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총회 결정에 대한 더욱 

완전한 이해와 기록을 위해 해당 페이지를 검토하기 바란다.      

 

아래 요약된 일부 총회 결정은 HSR 자료를 배정받은 분과위원회의 모든 총대들이 권고한 것이다.   

 

1. “총회는” HRS 위원회 회원들께 “감사한다”. 어떤 회원들은 본 보고서와 총회 안건 그리고 많은 

제안서를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대히 나눠 주었고, 또 어떤 회원들은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하며, 위원회에 참여하고, 제안서를 작성했다.  

 

2. “총회는 포르노의 만연한 죄와 그 위해성을 진지하게 주목하고 교회를 회개와 치유로 인도한다.” 

 

3. “총회는 교회 소그룹에서 위원회 보고서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측면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을 

돕기 위해, 목사-교회 지원부와 본 위원회가 공동으로 준비한 커리큘럼을 교회에서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4. “총회는 HSR에서 제안하는 목회적 돌봄 부분을 교회에서 처음 소개할 때 지침으로 사용하도록 

추천하고, HSR 내의 복잡한 항목에 대한 대화와 이것들을 신앙생활에서 성실히 이행할 방법에 대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지속적으로 해 나갈 대화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기혼자와 미혼자 모두에게 있어 건강한 성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고찰 

● 특별히 성 위화감 주제와 관련해, 성경 및 생물학적, 사회 과학적 분야에서 학자들의 연구와 

조사에 관한 지속적인 대화  

● 고유한 문화적 환경과 지리적 영향에 염두를 두고… 대화를 경청 및 격려  

● 다른 세대, 다른 문화, 다른 지리적 상황, 다른 역할(사회 과학자, 교사, 목사, 장로, 상담자, 

학생, 청년, 의료업계 종사자를 포함한 전문 분야)을 대표하는 이들의 기여는 목회적 돌봄의 

지침 개발에 필수적이다. 

● 목회적 돌봄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는 복음 전파, 신앙 교육, 집사 직분, 우리의 선교적 부르심, 

성례, 교회 징계와 같은 교회생활 요소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https://www.crcna.org/synod/hsr-faq
https://www.crcna.org/synod/hsr-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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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성경 및 신앙고백이 성경의 더 난해한 부분들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 교회는 신앙고백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엄숙한 경고 말씀(고전 6, 11장 등)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지혜가 필요하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흘려보내며, 

급진적 환대와 급진적 순종 간의 더 나은 균형이 필요하다.  

 

5. 총회는 새로운 위원회를 임명하라는 제안서나 성에 대한 새로운 신앙 선언문을 채택하라는 제안서, 

1973년 이후 고수하고 있는 CRC 교단의 입장을 동성애적 성적지향 자체가 죄라고 변경하자는 

제안서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1973년의 입장은 CRC의 성경적 해석에 기초하여, 동성애적 

성적지향은 죄로 간주되지 않지만, 동성애 행위는 죄라는 입장이다.  

 

총회는 인간 성에 대한 사안을 다룬 분과위원회로부터 다수의견 보고서와 소수의견 보고서를 모두 

받았다. 총회는 다수의견 보고서로 제시된 다음의 권고사항도 채택했다.  

 

1. “총회는 HSR은 인간 성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을 요약해 놓은 유용한 자료로써 교회에 추천한다.”   

 

2. “총회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제 108문답의 “부정한 것”이라함은 간통, 혼전 성관계, 혼외 

성관계, 일부다처, 포르노, 동성애는 모두 7계명을 위반하는 것임을 확증한다. 그럼으로써, 총회는 

이것이 ‘[a] 고백의 해석’이 맞다는 것을 선언한다(1975 총회 회의록, 603쪽). 따라서 이 해석은 

신앙고백적 지위를 가진다.”  

 

3. “총회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 108문답의 ‘부정적인 것’에는 ‘언약적 결혼 안팍의 성폭력’을 

포함한다고 확증했다.” 

 

4. “총회는 본 보고서에 제시된 성경적 증거에 비추어 교회 헌법 제 69조 c항을 해석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참고: 제 69조 c항 -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결혼예식을 목사가 주례해서는 안 

된다.]  

 

총회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 108문답에 각주를 추가하자는 다수의견 보고서 권고안을 채택하지 

않았다.  

 

 

해당 분과위원회의 소수의견 보고서는 비록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총회에서 발표되었고, 총회 회의록에 

실릴 것이다. 다뤄지지 않은 다수의견 보고서의 일부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총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트라우마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예, LGBTQ+ 성소수자, 이혼한 자, 독신자, 학대받은 자, 중독자)의 아픔을 기도하며 

숙고해 보도록 교회에 촉구한다.” “총회는 인간 성 연구 보고서를 정보로 받되, 채택하지 않는다.” 

신앙고백적 지위 및 교회 헌법 69조 c항에 관한 “권고안 C와 D에 동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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