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1-238 (61% 동의)로 승인된 이 유권 해석은 총회가 끝나는 즉시발효가 된다.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제 221회

미국장로교 목사는 동성애 결혼을 집례하도록 양심의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다. 총회는

미국장로교회 총회

또한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는 문구를 “두 사람의 결합, 전통적으로는 한
남성과 한 여성”이라는 문구로 바꾸는 결혼의 정의를 헌법개정안을 소속 노회별

디트로이트, 미시간 – 2014년 6월 14일 – 21일

승인을 거쳐 발효될 것이라는 투표에 421-175표(71% 찬성)가 나왔다.
두가지 조치 모두는 양심의 자유를 지지한다. 이 제안안은 “어떤 것도 여기에서

글쓴이: Leslie Scanlon, Outlook 전국 기자,

목사에게 강제적으로 집례를 강요하거나 교회의 건물을 결혼식에 사용되도록 당회를

Jack Haberer, Outlook 편집장

강요해서도 안된다” 이것은 “믿음에 반대되는 것”에서 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성령의 분별력”에 의거한 것임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수년간의 논쟁끝에 2014년 총회에서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정복을 지지하는
상품을

만드는

3개의

미국회사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도록

선택을

했고,

미국장로교회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들은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주에서 동성결혼을
조치는

미국내에서와

Belhar 고백문: 총회는 정의와 화해에 중점을 둔 남아프리카에서 쓰여진 Belhar
고백문을 미국장로교의 고백의 문서에 포함하도록 각 노회의 승인을 구하는 안건을

집례할 수 있다고 허용하였다.
이러한

이 안건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12개월 안에 172개의 노회중 87개의 노회에
의해서 승인이 되어야 한다.

해외에서

어떤

이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승인하였다.

다른이들을 소외하기도 한다. 위원회장들은 반대를 하는 사람들과 화해할 것을

깨어진 노회 관계: 지난 4년동안 350개의 교회들이 미국장로교회를 떠나 다른

약속했다. 미국 주류 신교도 교단중에서 첫번째로 이런 결정을 하였다. 투자 철회

교단으로 옮겼다. 더 많은 교회에 떠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세계선교부장

투표를 한 직후에 총회장 Heath Rada는 “우리의 유대인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의

Hunter Farrell은 동성 결혼 결정으로 인해서 54개의 세계 파트너 교단중에서 17개의

부족을 표현하는 것을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단이 관계를 절단할 것이라고 예비조사에서 나타났다고 말했다.

동성 결혼에 대한 투표가 끝나고 대표자들이 각자의 노회에 돌아가서 연합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언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선교 네트워크에 의해서 제작된

대화를 할 때에 어떤 대가를 치룰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서기인 Gradye Parsons는

“시오니즘 미결정 (Zionism Unsettled)”이라는 논란이 많은 교육지침서를 부인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 더 많은 댓가를 치루게 될

위원들은 교회에서 편찬된 예배 자료중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참고자료들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안건에 대해서 심하게 반대를 하였다.

총회의 주요쟁점들:

함으로서 총기 폭력을 줄이고자 일하도록 노회의 사람들에게 호소하였다.

총기폭력: 총회는 엄격한 신원조사와 반자동식 자동 소총 사용금지에 대한 옹호를
총회장: 위원회는 세명의 후보자중에서 유일한 장로인 Heath Rada (트위터 이름
#modeRada)를

총회장으로

뽑았고,

이

따뜻한

노스

캐롤라이나

출신

화석 연료: 청년 자문 대표단의 지구를 보호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장로는

없다”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화석 연료 회사로 부터 투자 철회를 하지 않기로

부총회장으로 인구학의 반대에 속하는 뉴욕에서 온 젊은 중국계 미국인 목사인

결정했다. 그 대신 이 후에 충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관련된 문제를 더

Larissa Kwang Abazia를 선택하였다. 시작부터 청년 자문 대표단 (YAADs)에게 초콜렛

탐구하기로 선택했다.

바를 나누어 주고 쉬는시간 동안 강단에서 춤을 추었던 이 흰머리 장로인 Rada에
반향을 일어켰다.
투자 철회: 이 비슷한 안건이 2표 차이로 거부당한지 2년만에 위원회는 투표가
310-303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고 헉하는 소리를 내었다. 이 안건은 미국장로교회가
이스라엘의 군대가 팔레스타인의 정복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을 제공하는 세 개의
회사인

Caterpillar,

무인비행기: 총회는 미군이 감시와 표적 공격을 위해서 무인비행기를 사용하는데
비밀을 부치는 것을 비판하고 입관기관의 군 무인비행기의 사용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Hewlett-Packard,

Motorola

Solution으로

부터1650만

달러

상당하는 투자를 철회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총회는 이러한 결정은 전지구적 보이콧,

통과했다.
청년 위원단? 새로운 이름은 안수 받은 장로를 요구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청년자문대표단에서 청년 위원단으로 바꾸자는 안이 실패를 하였다.
중앙 자치회: 총회는 현재 16개의 시노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10개 내지는
12개의 변경할 것을 승인하였다.

투자철회, 제제 (BDS) 운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지지 않기를”분명하게
하였다.
동성 결혼: 교단의 제한은 교회안에서 헌신적인 동성 커플을 목회적으로
돌보는데에 목사의 능력을 방해한다는 논쟁에 대하여 총회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할구역 (현재는 19 개의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에서 목사가 동성 결혼을 집례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조처를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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