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년 서기 연례 질문 사항                                                                                                                                 

이것은 전자 방식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http://caq2015.pcusa.org)                                                                              

제출 마감일 2015 년 11 월 16 일 

교회이름: 교회 주소: 

도시:  주: 

교회 Pin Number 교회 이메일: 노회: 대회: 

 

이 질문지를 작성하는 서기의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당신의 이메일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세계 선교 (World Mission) 

장로교 세계 선교부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모아 가난과 폭력의 상처를 치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 당신의 교회에는 선교 활동을 감독하고 조정하는 목회자나 다른 직원이 있습니까? 

 □ 네                           □ 아니오 

네라고 답하셨다면, 연락 정보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직원의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 직원의 이메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당신의 교회에는 세계 (혹은 국제) 선교에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네라고 답하셨다면, 연락 정보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회의 연락 담당자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사람의 이메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당신의 교회는 장로교 세계 선교부에서 발간하는 Mission Crossroads 잡지—세계 선교에 몸 담고 있는 

장로교인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무료 간행물로서 1 년에 세 번 발송됨—를 받고 싶습니까?  

□ 네         이곳에 표시했다면, 몇 권을 받고 싶습니까? _____________                   

□ 아니오 

□ 모름 

□ 이미 받고 있음 

 

http://caq2015.pcusa.org/


4. 당신의 교회는 성 폭력을 멈추기 위해 다음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장로교인들이 미국 및 세계 도처에서 성 폭력을 막기 위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세요. 현재 여기에 관심이 없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세요. 

연락 담당자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 담당자 이메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당신의 교회는 미국 및/혹은 세계 도처에서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나 다음의 어떤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a. 아니오라고 응답했다면, 당신의 교인들 중 장로교인들이 미국 및/혹은 세계 도처에서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 네                           □ 아니오. 현재는 없음 

네라고 답하셨다면, 연락 정보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있는 사람의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네  아니오  연락처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 ❑ Speak Up! Stop Sexual Violence 

campaign (소리를 발하라! 성 폭력 

근절 캠페인) 

  

❑ ❑ Courageous Conversations initiative 

(용기있는 대화 이니셔티브) 
  

❑ ❑ Other grassroots efforts by 
Presbyterians, mission co-workers 

and/or global partners (장로교인들, 

미션 협력자들, 그리고/혹은 세계 

파트너들에 의한 다른 대중 운동) 

  

네  아니오  연락처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 ❑ Educate a Child,  

Transform the World (어린이를 

교육하여, 세계를 변화시켜라) 

  

❑ ❑ Other grassroots efforts by 
Presbyterians, mission co-workers 

and/or global partners (장로교인들, 

미션 협력자들, 그리고/혹은 세계 

파트너들에 의한 다른 민중 운동) 

  



관심있는 사람의 이메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당신의 교회는 변혁을 위해 리더들을 훈련하기 (Train Leaders for Transformation)나, 세계 도처의 목회자 및 

다른 커뮤니티 리더들을 훈련하기 위해 미국 장로교인들 및 글로벌 파트너들이 하고 있는 다른 지역 혹은 글로벌 

대중 운동 (grassroots efforts)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 네  

 이곳에 표시했다면 프로그램의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운동에 대한 연락 담당자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 담당자의 이메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아니오 

 아니오라고 답했다면, 당신의 교회 안에 목회자들 및 다른 커뮤니티 리더들을 훈련하기 위해 

 장로교인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네                           □ 아니오    7 번으로 가세요 

 네라고 답했다면,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관심있는 사람의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관심있는 사람의 이메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당신의 교회는 선교에 도움을 얻기 위해 다음의 어떤 주제에 해당하는 정보나 자료들을 필요로 합니까?                                                    

❑ 단기 선교 여행 

❑ 장기 선교 파트너십  

❑ 미션/아웃리치 위원회 우수 사례들 

❑ 당신의 교회에서 전략적 선교 초점을 개발하기 

❑ 세계 선교에 당신의 교회가 더 많이 참여하기 

❑ 3 년 이상 동안 선교사 (mission worker)로 일하기  

❑ 장기 (3 년 이상)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을 지원하기 

❑ 청년 자원 봉사단 (YAV) 프로그램 (19-30 세의 연령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 YAV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심지어 이 연령에 이르는 청년을 보내지 않고도 할 수 있음) 

❑ 미션 네트워크에 관여하기 (특정한 지역이나 이슈들에 집중하여) 

❑ Educate a Child, Transform the World 캠페인 

❑ Training Leaders for Transformation 캠페인 – 국내외에서 

  Speak Up! Stop Sexual Violence 캠페인  

❑ 선교사 (미국 장로교에서는 mission co-worker 로 알려져 있음)를 접대하기 

  



8. 당신의 교회는 장로교 세계 선교부의 자료들을 당신의 교회 및 다른 교회들에 나누어주고 또한 세계 선교부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등 이 부서를 위한 대표로 섬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네                           □ 아니오    9 번으로 가세요 

 네라고 답했다면,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관심있는 사람의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관심있는 사람의 이메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환경 관리를 위한 협력 의제 

2015 년에, 미국 장로교 산하 여섯개 기관 (agencies)은 이 기관들 내부 및 기관들을 너머서 그리고 교회 생활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협력 및 보완적 노력을 고안해 내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여섯개 

기관의 태스크 포스는 지역 교회들이 환경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에 대한, 

그리고 장로교 기관들이 이 일을 위해 어떻게 교회들을 연결시키고 준비시키고 고무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9. 당신의 교회는 환경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위원회 (피조물 관리, 피조물 돌봄, “지구 돌봄” 혹은 기타 

“녹색"위원회)가 있습니까? 

 □ 네                           □ 아니오   

 네라고 답했다면,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관심있는 사람의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관심있는 사람의 이메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략    

10. 당신의 교회는 작년에 지구의 날 (Earth Day Sunday)을 지켰습니까, 혹은 예배 시간에 동물을 축복하는 것과 

같이 피조물을 돌보는 일을 특별히 강조한 적이 있습니까? 

  □ 네                           □ 아니오   

 네라고 답했다면, 그 특별 예배의 명칭이 무엇이었습니까? (동물 축복, 지구의 날,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 지구를 총체적으로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예배, 교육, 시설, 그리고 아웃리치의 영역들에서 지구 돌보기 

프로젝트나 활동을 행한 교회들은 미국 장로교에 의해 지구를 돌보는 교회로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교회는 지구를 돌보는 교회로 인증 받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 네                           □ 아니오   

12. 지난 2 년 동안, 당신의 교회는 시설들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의 환경 프로젝트들 혹은 “녹색” 업데이트들 중 어느 

것을 행했습니까, 혹은 행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모든 곳에 표시하세요. 

❑ 추위나 폭풍과 같은 기후들에 내후성을 갖게 하기(Weatherization)     



❑ 고효율 조명 (High efficiency lighting) 

❑ 고효율 히팅, 환기, 에어콘 (High efficiency HVAC) 

❑ EPA ENERGYSTAR (미국 환경 보호청 자원 프로그램)  

❑ LEED certification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 물 절약 (Water conservation) 

❑ 범 교회적 재활용 (종이, 금속, 유리, 플라스틱, 전자 제품, 건전지) 

❑ 토지 관리 (wilderness places, community gardens): ______________________  

❑ 재생 가능한 에너지 설치 (태양열, 풍력, 지력)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 

  ❑ 프로젝트 없음 

13. 피조물을 돌보는 것과 관련된 다음의 미국 장로교 자료들이나 강조점들 중 어느 것을 당신의 교회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 성경 공부   

❑ 예배 자료들  

❑ 성인/청소년/어린이 교육 자료들 

❑ 기후 변화를 옹호할 수 있는 기회들 (Climate change advocacy opportunities)  

❑ 국립 공원/미개지 (wilderness) 교육  

❑ 공공 정책 옹호  

❑ 독특한 환경적 관심을 지닌 지역들 탐사: ______________________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해당 사항 없음  

14. 당신의 교회는 녹색 프로젝트 (에너지 효율, 재생 가능 에너지 등등)를 위해 장로교 투자 및 융자 프로그램 

(PILP)을 이용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의 돈을 장로교 재단이 운영하는 화석 연료 없는 투자 기금에 

투자하시겠습니까? 

 □ 네                           □ 아니오   

 

 

 



미국 장로교 총회 사무처 (OGA) 

 초빙 강사 (Guest Speaker) 장로교 총회 사무국이 총회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마련했습니다. 

15. 1999 년 장로교 총회는 교회들이 타 인종의 목회자를 초청하여 설교를 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당신의 교회는 지난 

12 개월 동안 타인종의 목회자를 초청하여 설교를 하게 했습니까?                                                                          

□ 네      →   초청이 수락되었다면, 그/그녀/그들은 몇 번이나 설교를  했습니까? ____________                               

□ 아니오 →  아니오라면, 당신의 교회가 마지막으로 타 인종의 목회자를 초청하여 설교를 하게 한 때가                       

제                    언제입니까?                                                                                                           

□                    □ 1-2 년 사이                                                                                                       

□                    □ 2-3 년 전에                                                                                                        

□                    □ 4-5 년 전에                                                                                                     

□                    □ 6 년 전 혹은 그 이상                                                                                          

□                    □ 잘 모름                                                                                                        잘                     

    □ 우리 교회에서는 타인종의 목회자가 설교를 한 적이 없음 

16. 2015 년에 타인종의 목회자가 성만찬을 인도하기 위해, 당회를 인도하거나 특별 집회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까? 

 □ 네                           □ 아니오   

비 회원들을 위한 미니스트리 및 아웃리치 (Ministry and Outreach) 

 미국 장로교 총회 사무처는 얼마나 많은 비 회원들이 교회들에 의해 섬김을 받거나 접촉되었는지를 추정하기 

 위해 다음의 질문들을 마련했습니다. 

17. 2015 년 동안, 당신 교회의 성도들이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과 아웃리치를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개인들 

(방문객도 포함)을 섬기거나 사역을 해주었다고 추정하십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숫자를 써주세요. 확실치 않으면 추정해서 써주세요.  

리서치 서비스 

 리서치 서비스 부서는 교단의 모든 단체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며, 교회가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며, 또한 그들이 속해 있는 더 큰 사회를 모니터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18. 다음의 어떤 것이 당신 교회의 일반적 인종 분포를 가장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까? 

  ❑ 주로 히스패닉/라틴계  

❑ 주로 비 히스패닉/라틴계  

❑ 히스패닉/라틴계와 그렇지 않은 인종들 사이의 동등한 조합 

 

 

 

 

 



19. 당신 교회 성도들의 특정 인종 분포를 표시해 주세요? (해당되는 모든 곳에 표시해 주세요. 숫자의 합은 100%를 

넘을 수 있습니다.) 

  

 1-

10% 

11-

20% 

21-

30% 

31-

40% 

41-

50% 

51-

60% 

61-

70% 

71-

80% 

81-

90% 

91-

100% 

African American 
          

African Immigrant 
          

American Indian/ 

Alaskan native 

          

Asian, non-Korean 
          

Black 
          

European 

Caucasian/White 

          

Hispanic/Latino 
          

Korean 
          

Native Hawaiian or 

other Pacific Islander 

          

Other 
          

  

20. 다음의 어떤 것이 당신 교회의 성도수를 가장 잘 묘사해 줍니까? 

❑ 1-50 명 

❑ 51-100 명 

❑ 101-150 명 

❑ 151-200 명 

❑ 201-300 명 

❑ 301-500 명 

❑ 501-800 명 

❑ 801-1200 명 

❑ 1201-1600 명 

❑ 1601 명 이상                       

 

 

 

 

  



21. 웹을 통한 설문 조사 참여와 관련하여 리서치 서비스가 당신 교회의 누구와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까? 

 관심 있는 사람의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관심있는 사람의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단 

 장로교 재단국이 교회들의 헌금 상황들과 필요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질문들을 마련했습니다.   

 

유증(bequest)과 주요 선물들(Major Gifts)             

 

22. 2015 년에 당신의 교회는 얼마나 많은 유증을 받았습니까? 유증은 어떤 사람이 죽을 때에 유언을 통해 교회에 

선물로 남긴 돈이나 주식이나 다른 재산들입니다. (없으면, “0”이라 쓰십시오.)                                                  

2015 년에 받은 유증의 숫자:____________________ 이 유증들의 총 가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달러 

23. 2015 년에 당신의 교회는 얼마나 많은 다른 선물들 (유언을 통한 것 외에)을 받았습니까? 다른 선물들이란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자신의 생명 보험, 은퇴 계정, 신탁 재산(trust), 혹은 선물 연금(gift annuity)의 수혜자로 교회를 

지목한 결과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들입니다. (없으면 “0”이라 쓰십시오.)                                                           

2015 년에 받은 다른 재산의 숫자:______________ 그러한 모든 선물들의 총 가치:___________________________달러 

24. 당신의 교회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나눔을 장려하기 위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아니오     잘 모름                                                                                                                                                                                           

a. 교회의 특별 프로젝트를 위해 헌금하기 …………………………..................□          □           □                                                                                                            

b. 교회에 계획된 혹은 다른 주요한 선물을 하기 ………………………….….□          □           □                                                                                                    

c. 교회에 유증하기 ……………………………………………………………………….…...□          □           □        

25. 2015 년에, 당신의 교회는 인터넷을 통해 기부금 (donations)을 받았습니까?                                                                   

□ 네       네라면, 2015 년 일반적인 달에 당신의 교회는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의 헌금(gifts and offerings)을   

    온라인으로 받았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                                                                                                                                                    

□ 아니오   

□ 기부금이 인터넷을 통해 주어졌는지를 잘 모름  

신학 교육 기금 (Theological Education Fund) 

26. 2014 년 7 월 1 일부터 2015 년 6 월 30 일까지, 당신의 교회는 신학 교육 기금으로 얼마를 기부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7. 당신의 목회자(들)은 어떤 세미너리를 졸업했습니까? 

❑ Austin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Austin, Texas) 

❑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Decatur, Georgia) 



❑ University of Dubuque Theological Seminary (Dubuque, Iowa) 

❑ Louisvill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Louisville, Kentucky) 

❑ 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 (Chicago, Illinois) 

❑ Pittsburgh Theological Seminary (Pittsburgh, Pennsylvania) 

❑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Princeton, New Jersey) 

❑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 (San Anselmo and Pasadena, California) 

❑ Johnson C. Smith Theological Seminary (Atlanta, Georgia) 

❑ Union Presbyterian Seminary (Richmond, Virginia and Charlotte, North Carolina) 

❑ Auburn Theological Seminary (New York, New York) 

❑ Evangelical Seminary of Puerto Rico (San Juan, Puerto Rico) 

❑ 기타 (상세히 적어주세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우리 목회자(들) 혹은 목회 리더들은 세미너리를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28. 당신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세미너리를 졸업했습니까? 

❑ Austin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Austin, Texas) 

❑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Decatur, Georgia) 

❑ University of Dubuque Theological Seminary (Dubuque, Iowa) 

❑ Louisvill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Louisville, Kentucky) 

❑ 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 (Chicago, Illinois) 

❑ Pittsburgh Theological Seminary (Pittsburgh, Pennsylvania) 

❑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Princeton, New Jersey) 

❑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 (San Anselmo and Pasadena, California) 

❑ Johnson C. Smith Theological Seminary (Atlanta, Georgia) 

❑ Union Presbyterian Seminary (Richmond, Virginia and Charlotte, North Carolina) 

❑ Auburn Theological Seminary (New York, New York) 

❑ Evangelical Seminary of Puerto Rico (San Juan, Puerto Rico) 

❑ 기타 (상세히 적어주세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세미너리를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동성 결혼  

 미국 장로교 선교국에 속한 리서치 서비스가 제 221 차 미국 장로교 총회 투표 결과로 인해 행해지는 동성 결혼의 횟수를 추적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합니다. 오직 총 합계만 보고될 것입니다. 개 교회나 

 목회자들에 대한 정보는 공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29. 2015 년 동안에 당신의 교회 안에서 혹은 당신의 교회 부지에서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까?                                                   

□ 네                □ 아니오                                                                                                                                  

“네”라고 대답하셨다면, 당신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부지에서 얼마나 많은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까?________                          



“네”라고 대답하셨다면,  그러한 결혼들 중 동성 간의 결혼식은 얼마나 거행되었습니까? (없다면, “0”이라고 

기록하세요.)____________                                                                                     

30. 2015 년 동안에 당신의 목회자(들)가 교회 외의 다른 장소들에서 결혼식을 집례했습니까?                                                

□ 네                □ 아니오                                                                                                                                 

“네”라고 대답했다면, 교회 외의 장소에서 얼마나 많은 결혼식을 집례했습니까?____________                                                  

“네”라고 대답하셨다면, 그러한 결혼식들 중 동성 간의 결혼식은 몇 번이었습니까? (없다면, “0”이라고 

기록하세요.)_____________ 

제출을 위한 설명서 

연례 서기 질문은 웹을 기반으로 하는 설문조사입니다. 

1.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하고, 교회의 PIN 넘버 및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당회 연례 통계 보고를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PIN 넘버 및 비밀번호와 같습니다.  

2. PIN 넘버 및 비밀 번호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면, 노회 사무실이나 서기에게 연락하세요. 

3. 인터넷 주소 창에 https://caq2015.pcusa.org 을 입력하세요. 

4. 교회 PIN 넘버 및 비밀 번호를 입력하세요. 

5. 당회 연례 통계 보고할 때에 이용했었던 비밀 번호가 연례 서기 질문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비밀 

번호 끝에 “!”를 첨가하여 재 입력해 보세요. 많은 비밀 번호들이 “!”로 끝납니다. 

6.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다면, 이 설문지에 작성하여 노회 사무실이나 서기에게 제출하세요. 

 

당신의 정보를 위해 

A. 당신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마다 당신의 반응들은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B. 설문에 응하다가 멈춘 후에 나중에 다시 돌아와 그것을 마칠 수 있습니다. 

C. 사본을 인쇄하는 것을 잊으셨다면, 로그인 화면으로 돌아가서, 당신이 “print”를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페이지에 

이를 때까지 “enter”를 누르세요.  

D. 질문이나 염려 사항이 있다면, 리서치 서비스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1-800-728-7228, ext. 2040). 

 당신은 장로교 기관들 및 사무처가 드린 질문들에 답해주셨습니다. 그들 모두를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https://caq2015.pcus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