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장로회 (P.C.A.) 한인 동남부노회 규칙
Korean Southeastern Presbytery (KSEP)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PCA)

STANDING RULES
Korean Edition (Amended Oct. 2010)
English Translation (Amended Oct. 2010)

제 1장 - 총칙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제1조
Article 1

본회의 명칭은 미국 장로교 (P.C.A.) 한인 동남부 노회라 한다.
The name of this association is the Korean Southeastern Presbytery (KSEP)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PCA).

제2조

본회는 PCA 총회가 정하는 지역내의 목사와 각 교회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 총대 장로는 각
교회 세례교인 350 명 까지 2 인, 500 명을 초과할 때 마다 1 인씩을 더한 수로 한다 (헌법 13 장
1 조).
This association consists of all the teaching elders and churches, through its ruling elder
representatives, within its bounds as established by the PCA General Assembly. Each congregation is
entitled to two (2) ruling elder representatives for the first 350 communing members or fraction thereof,
and one additional ruling elder for each additional 500 communing members or fraction thereof. (BCO
13:1)

Article 2

제3조
Article 3

본회의 목적은 미국 장로교(PCA) 헌법에 따라 서로 협력하여 복음 진리를 수호 전파하고
회원과 교회를 돌보아 그 영적 복지와 성장을 도모함에 있다.
The purpose of this association, following the PCA BCO, is to work together to safeguard and spread
the truth of the gospel and to promote the spiritual welfare and growth of its members and churches.

제 2장 - 회의
Chapter 2: Meetings
제1조
Article 1

정기노회는 매년 2 차 (춘, 추)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The stated Presbytery meeting, twice a year (Spring, Fall), shall be called by the moderator.
제1항
Section 1

봄 정기노회는 4 월 중에 개최한다.
The Spring stated Presbytery meeting will be held in April.

제2항
Section 2

가을 정기노회는 10 월중에 개최한다.
The Fall stated Presbytery meeting will be held in October.

제3항
Section 3

정기노회의 성수는 헌법 13 장 4 조에 준하여 목사 3 인 장로 3 인 이상이어야 한다.
The quorum for stated Presbytery meeting, according to BCO 13-4, is at least 3 teaching
elders and 3 ruling elders.

제4항
Section 4

정기노회는 예배로 시작하고 모든 회무는 기도로 마친다.
The stated Presbytery meeting will begin with worship and all the business matters will
be concluded with prayers.

제5항
Section 5

정기노회는 적어도 연 1 차 성찬예식을 실행한다.
The stated Presbytery meeting, at least once a year, will observe Communion, the Lord’s
Supper.

제6항

산하 모든 목사와 각 교회 총대 장로는 노회 전(全) 순서에 참석하여야
한다. 강도사와 신학생(Under Care)도 노회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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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6

All the teaching elders and ruler elder representatives within the bounds of the Presbytery
shall attend all the docket matters of the Presbytery. Licentiates and Seminarians under
care shall attend Presbytery.

제7항
Section 7

불참할 경우에는 노회 전에 서신으로 이유서를 반드시 노회 장에게 제출한다.
If a member is unable to attend, a written excuse must be submitted, prior to the
Presbytery, to the moderator.

제8항
Section 8

회의 장소는 본 회에서 정한다.
The place of the next meeting shall be determined at the current meeting.

제2조
Article 2

임시노회는 헌법 13 장 4 조에 준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The special meeting of the Presbytery shall be called by the moderator according to BCO 13:4.

제3조

본 회의 임원은 노회장 1 인, 서기 1 인, 부서기 1 인, 회록서기 1 인, 부회록 서기 1 인, 회계
1 인으로 한다.
The officers of this association are one (1) moderator, one (1) stated clerk, one (1) assistant stated clerk,
one (1) recording clerk, one (1) assistant recording clerk, and one (1) treasurer.

Article 3
재4조
Article 4

임원의 직무
The Duties of the Officers
제1항
Section 1

노회 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The moderator of the Presbytery, as its representative, is responsible for the order of the
meeting.

제2항
Section 2

서기는
The stated clerk
1) 회록, 노회원 명단, 각부서 명단, 강도사, 목사 후보생들의 명단, 교회 명단,
지교회의 당 회원과 서기, 회계의 명단을 관장하고 문서 일체를보관한다.
The stated clerk is responsible for the keeping of the Presbytery minutes, the
Presbytery members roll, lists of committee members, licentiates, ministry
candidates under care, and the roll of member churches, with the list of the church’s
session, stated clerk, and treasurer.
2) 일체의 공문과 서신을 접수하여 노회 해당부서에 전달한다.
The stated clerk shall be responsible to receive all official documents and letters, and
is responsible to pass it on to the proper committees.
3) 노회의 공문을 해당자에게 신속히 서명 발신한다.
The stated clerk is responsible for promptly signing and sending any official
documents of the Presbytery.
4) 노회 소집통지서와 의사일정 제안을 해당 상임 각 부장과 상의 작성하여 회기
20 일전 까지 총대 회원에게 발송한다.
The stated clerk is responsible for sending the Presbytery meeting notice and agenda,
made after conferring with all the committee chairs, to all the Presbytery members at
least 20 days before the meeting.
5) 회록(minutes)을 인쇄하여 회기가 끝난 후 4 주 이내에 회원들에게 발송한다.
The Presbytery minutes of the meeting will be sent to the members within 4 weeks
after the meeting.
6) 노회록, 교회주소록, 목사주소록, 강도사 및 목사 후보생과 현 노회 규칙을
총회개최 60 일전까지 총회에 송부하고 총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노회에
제시하여 교정케 한 후 다시 총회에 보고한다. 기타 총회 보고 사항을
관장한다.
The stated clerk is responsible for sending to the General Assembly, 60 days prior to
the General Assembly, the following: the Presbytery minutes, church address list,
ministers address list, licentiates and ministry candidates under care, Presby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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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ing rules, and the Presbytery’s response to General Assembly questions and
amendments.
7) 노회의 각 부서장에게 관장임무, 위원명단, 노회에 보고할 일자에 대하여 해당
서류를 전달한다. 노회 장에게 노회 회무를 보고하고 회무의 진행을 보좌한다.
The stated clerk is responsible for sending the relevant documents to the chairman of
each committee regarding the job description, members list, and the date of reporting
to the Presbytery. The stated clerk is responsible for notifying and assisting the
moderator in the business of the Presbytery.
8) 목사 위임식이 있을 때 위임국원에게 위임식, 주소 시일을 통지한다.
When there is a minister’s installation service, the stated clerk is responsible for
informing the members of the Installation Commission of the service order, date,
time and address of the installation service.
9) 목사 안수 증명서, 강도사 인허 증명서, 회원증의 발행을 관장한다.
The stated clerk is responsible for issuing the certificate of ordination, the certificate
of licensure, and the membership card.
10) 서기부의 예산서를 연 1 차 회계에게 제출한다.
The stated clerk is responsible for submitting the annual budget, once a year, to the
treasurer.
11) 서기는 노회 회의를 위한 공고와 전반 모든 서류를 전자화 하여 열람화하도록
한다.
The stated clerk is responsible to seen the Presbytery meeting notice and agenda
electronically.
제3항
Section 3

부서기는 영어권으로 서기의 요청에 따라 서기 업무를 분담한다.
The assistant stated clerk, from an English-speaking member, at the request of the stated
clerk, will share in the work.

제4항
Section 4

회록서기는 회의의 모든 진행과 내용을 기록하여 서기에게 이관한다.
The recording clerk is responsible to record and transfer to the stated clerk all the
proceedings and content of the Presbytery meeting.

제5항
Section 5

부회록서기는 영어권으로 회록서기의 요청에 따라 회록서기의 임무를 분담한다.
The assistant recording clerk, from an English-speaking member, at the request of the
recording clerk, will share in the work.

제6항
Section 6

회계는
The Treasurer
1) 노회에서 결의한 예산안을 집행 관장한다.
The treasurer shall disburse the budgeted funds that are approved by the Presbytery.
2) 회계장부를 보관한다.
The treasurer shall keep the accounting books.
3) 매 노회 전에 감사를 받은 후 정기 노회 시에 보고한다.
The treasurer shall give a report at the stated Presbytery, after an audit has been done
before the Presbytery.

제5조
Article 5

선거 및 임기
The Election and Term of Office
제1항
Section 1

임원의 선거는 가을 정기노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정하되 당선은 과반수의
득표를 요하며 제 3 차 투표가 필요할 때는 종다수로 정한다.
The election of officers shall be held at the Fall (October) stated Presbytery meeting, by
secret ballot, and elected by majority vote. [If no one has 50% of the votes, there will be a
revote]. On the third ballot, the nominee with the most votes shall be elected.

제2항

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되 서기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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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The term of the all officers, [with the exception of the stated clerk], shall be one (1) year,
but the term of the stated clerk shall be two (2) years.

제3항

결원된 임원의 보선은 임시노회 또는 임시노회에서 하며 전임자의 잔여 기간을
시무하게 된다.
The election for a vacant officers’ position shall be held either at the stated Presbytery
meeting or a called special meeting and the elected officer(s) shall assume the duties of
the former officer(s) through the rest of the term.

Section 3

제 3 장 - 상비부 및 위원
Chapter 3: The Standing Committee and Its Members
제1조
Article 1

다음과 같은 상비부를 설치하여 노회 업무를 관장한다
The following Standing Committees shall be established to carry out the business of the Presbytery:
1) 고시부
Credentials Committee
2) 국내 선교부
Mission to North America (MNA) Committee
3) 국외 선교부
Missions to the World (MTW) Committee
4) 교육부
Education Committee
5) 공천부
Nominating Committee
6) 당회록 검사부
Sessional Records Committee
7) EM 부
English Ministry Committee
8) 재정부
Finance Committee
9) 규칙부
By-Laws and Regulations Committee

제2조
Article 2

상비부의 직무
The Duties of the Standing Committees
각 상비부는 노회의 상비기관으로서 노회 기본사업의 중요정책을 연구 심의하여 노회에
현의하고 소관 시무를 성실히 감당해서 정기노회마다 각 부 사업보고 및 예,결산을 반드시
서면으로 보고한다.
Each Standing Committee shall faithfully consider the pertaining matters of the Presbytery, make
recommendations to the Presbytery, and submit a written report of its budget and expenses at each
stated meeting.
제1항
Section 1

제2항
Section 2

고시부: 고시부는 시취 대상자를 헌법 규정에 따라 노회 전에 고시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헌 18,19,21 장)
Credentials Committee: The Credentials Committee shall examine the candidate(s)
before the Presbytery meeting and give a report at the Presbytery. (BCO 18, 19, 21)
국내 선교부
Mission to North America (MNA)
1) 개척교회 설립과 전도인 파송 및 재정 보조 등을 장려한다.
MNA shall encourage the work of church planting, commissioning evangelists,
and providing financial support.
2) 노회가입을 원하는 교회를 상담, 관찰, 지도하여 가입의 편의를 제공
한다.
MNA shall interview, observe and guide a church which wants to join the
Presbytery.
3) 학생, 청소년, 감옥 등에 복음전파를 계획 장려하고, 곤경에 있는
자를 돕는다.
MNA shall plan and encourage the spreading of the gospel to students, youth,
prison inmates, and people in difficult situations.
4) 신학생을 보조하고 그 훈련지를 마련하며 노회와의 연관을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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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A shall support seminary students and assist them in finding a training field
that will encourage them in their relationship with the Presbytery.
5) 총회 국내 선교부에 위원이 요청될 때는 노회를 대표하는 위원이 되어
협조한다.
MNA shall send a representative from within their committee, when the General
Assembly MNA requests the Presbytery for a representative.
6) 총회에서 선교자금의 도입을 강구한다.
MNA shall seek to encourage giving to the General Assembly Mission Fund.
7) 문서 선교를 계획하고 장려한다.
MNA shall plan and encourage the work of mission through publication.
제 3항
Section 3

국외 선교부
Mission to the World
1) 세계 선교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공동협력을 장려한다.
MTW shall establish a vision for world mission and encourage cooperation for it.
2) 선교사 후보자를 발굴하고 선교사역을 장려한다.
MTW shall look for candidates for world mission and encourage them in mission
work.
3) 총회 해외 선교부에 위원이 요청될 때는 노회를 대표한 위원이 되어 총회와
협조한다.
MTW shall send a representative from within their committee, when General
Assembly MTW requests the Presbytery for a representative.

제4항
Section 4

교육부
Education Committee
1) 지 교회 성도의 영적무장, 제자화 훈련을 장려, 지도하고 그 자료와 방법을
제공한다.
The Education Committee shall encourage and provide guidance and materials so
that the saints (members) of each church in the Presbytery may be spiritually
equipped and trained in discipleship.
2)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한영 주일학교 교제(교재)를 연구 발행하도록 힘쓴다.
The Education Committee shall endeavor to develop and publish Korean-English
Sunday School curriculum and study material that is appropriate for children.
3) 주일학교 교사대회(세미나)를 열어 현재 최우수한 복음주의 체제의 교재,
교육 방법, 교사의 중요성 등을 계몽 소개하고 위로, 장려한다.
The Education Committee shall hold Sunday School teacher’s conferences
(seminars), introducing them to the best evangelical curriculum and current teaching
methods, instructing them in the significance of the teaching role, and encouraging
them.
4) 가정생활지도, 성도의 책임, 교회 여성의 봉사와 수양회 등을 개발 장려한다.
The Education Committee shall develop and encourage instruction on family life, the
responsibility of the saints, the service of women in church, and a retreat for women.
5) 교회 직분자의 신학적 훈련, 신학교 장학금등을 마련하고 목사후보생의
훈련을 돕는다.
The Education Committee shall establish theological education for church workers,
raise funds for seminary scholarship, and assist ministry candidates under care in
their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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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총회 기독교 교육부에서 부원을 요청하거나 총회 직영대학과 신학교의 이사
파송을 요청할 때는 노회를 대표하여 이에 협력, 봉사한다.
The Education Committee shall send a representative from within their committee,
when requested by the General Assembly Committee on Education and Publication
(CEP) or the General Assembly college and seminary (Covenant College and
Covenant Seminary).
7) 특히 이중 문화의 혼돈과 가치관의 혼돈을 경험하는 중, 고등학생, 대학생
등의 선도를 깊이 연구하여 기독학생으로서의 자아의식 확립을 돕는다.
The Education Committee shall study how to guide people like the youth and college
students who are experiencing confusion from two cultures and conflicting
worldviews, and help them develop self-awareness as a Christian student.
8) 연합 훈련, 연합 경기, 수양회, 연합회, 고국 현지훈련, 결혼, 선도등 가능한
한도의 영향과 선도를 연구, 개발한다.
The Education Committee shall study and develop, as much as possible, united (joint)
programs for training, fellowship, retreats, training in Korea, marriage, and good
leadership.
9) 미국 사회 안의 이질적 악습을 경고하고 한국문화의 장점을 소개하는 기회도
연구한다.
The Education Committee shall warn about the vices of American society and take
the opportunity to introduce the strengths of Korean culture.
제5항
Section 5

공천부
Nominating Committee
1) 상비부의 부원을 공천하여 선거하는 회기에 보고한다.
The Nominating Committee shall nominate members to the committees and give a
report at the stated meeting where there will be an election.
2) 총회에 공천부원은 노회의 공천부원 중에서 선정하고 총회 상비부원을
공천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The Nominating Committee shall elect one representative from its members for the
General Assembly Nominating Committee, make nominations for the General
Assembly Permanent Committees, and give a report to the Presbytery.
3) 공천에 소요되는 노회나 총회 현 위원, 임기만료 위원의 정보를 회기 30 일전
까지 교회에 발송함이 가하다.
???

제6항
Section 6

당회록 검사부
Sessional Records Committee
1) 각 교회 당 회록을 매년 1 번 봄/ 가을 노회(4 월/10 월)때에 검사를 받는다.
The Session records of each member church shall be examined in the Spring
& Fall Presbytery meeting (April / October: one time a year).
2) 당회록은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The Session records should contain the following:
가) 당회의 종류: 정기 또는 임시
The type of the Session: Stated or Special
나) 시일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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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and place
다) 출석자 성명 (방청자 포함)
Attendance Roll of those present (including observers)
라) 당회장, 당회서기 이름
Moderator’s name and Session clerk’s name
마) 정기당회에서는 전 회록을 낭독 채택여부
In the Stated Session, the previous Session’s record should be reviewed and
adopted.
바) 동의, 재청으로 결정된 모든 사항은, 단, 이의가 없으면 합의 가결로 되며
회록에 기록한다. 그러나 동의, 재청자의 이름 표수, 부결권 등은 특별히
요청되지 않는 한 기록할 필요가 없다.
All the matters decided by vote following motion and second, without objection,
and all other consensus decisions should be recorded. It is not necessary, unless
specifically requested, to record the names of those who make motion and
second, nor the number of votes.
사) 폐회시간
Time of adjournment
아) 당회장과 서기의 서명
The signatures of the moderator and the Session clerk
자) 기도자의 이름
The name of the person who prayed
차) 페이지의 기록
Page numbers
3) 총회 회록 검사와 감독부원을(영어에 능한) 부원 중에서 선정하여 보고 한다.
The Sessional Records Committee shall have a member, fluent in English,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s Review of Presbytery Records Committee.
제7항
Section 7

EM 부
English Ministry
1) 노회 산하 모든 교회의 영어 문화권에 속한 사역을 개발하고 증진 시킨다.
The EM Committee shall develop and improve the ministry of the Presbytery
member churches to those within the English-speaking culture.

제8항
Section 8

재정부: 재정부는 회계와 협력하여 노회의 재정이 부족함이 없도록 돕는다.
Finance Committee: The Finance Committee shall cooperate with the treasurer to keep
the finances of the Presbytery from becoming insufficient.
1) 본회의 재정에 관한 일을 협의하고 보고한다.
The Finance Committee shall discuss the finance matter of the Presbytery and give a
report at the Presbytery stated meeting.
2) 노희 예산을 편성하여 정기 노회에 보고한다.
The Finance Committee shall make budget and report it at the Presbytery stated
meeting.
3) 모든 회계 장부를 감사하여 보고한다.
The Finance Committee shall audit all the records of treasurer and report to the
Presbytery.

제9항
Section 9

규칙부
By-Laws and Regulations Committee
1) 노회 규칙 개정 및 해석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7

미국 장로회 한인 동남부노회 규칙

PCA Korean Southeastern Presbytery Standing Rules

The By-Laws and Regulations Committee shall be in charge of amendment and
interpretation of the Presbytery (Standing Rules).
2) 노회 장소에 총회 헌법, 노회 규칙, 최근 노회록, 최근 총회록, Roberts Rules
of Order 등을 비치한다.
The By-Laws and Regulations Committee, at the place of the Presbytery, shall
furnish the BCO, Standing Rules, the latest Presbytery minutes, the latest General
Assembly minutes, and Roberts Rules of Order.
3) 최근 노회 규칙을 봄 노회에 전 회원에게 배부한다
The By-Laws and Regulations Committee shall distribute the latest Presbytery
Standing Rules at the Fall Presbytery to all its members.
제3조
Article 3

각 부장은 해당 정기 회기 중 필요에 따라 부회를 소집한다.
The chairman of each committee shall convene the committee meeting as needed.

제 4 장 - 상비부 조직, 선거 및 임기
Chapter 4: The Organizat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Election and Term
제1조
Article 1

공천부는 서기, 회계와 각 시찰장으로 조직한다.
The Nominating Committee shall be constituted with the stated clerk, the treasurer, and the chairman
of each of Regional Fellowship (Si-Chal).

제2조
Article 2

선거 및 임기
Election and Term
제1항

Section 1

부원의 임기는 3 년 조로 하되 목사 회원들과 장로 회원 1 인으로 3 년 조, 2 년조,
1 년조로 선출하여 배정하고 임기를 마친 1 년 조는 타 부서의 3 년 조로
배정한다.
The term of the committee members shall be three (3) years; the terms should be
staggered so that there are three groups serving: 1) members with three years remaining,
2) members with two years remaining, and 3) members with one year remaining. Each
group shall be comprised of, at least, one teaching elder and one ruling elder. The
members with one year remaining shall be reassigned to another committee after the term.

제2항
Section 2

각 부원은 봄 노회 전에 공천부에서 공천하여 노회 시에 결정한다. .
The members of every committee shall be nominated by the Nominating Committee prior
to the Spring Presbytery meeting and decided in that Presbytery meeting.

제3항
Section 3

각 부장은 해당 부원들이 선정한다.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by its members.

제 5 장 - 임시위원 및 특별위원
Chapter 5: Interim Commission and Special Commission
제1조
Article 1

임시위원: 노회시 의장이 선임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 필요한 사항을 다루게 한다.
Interim Commission: the moderator shall appoint the commissioners by approval of the Presbytery and
let the commissioners deal temporarily with the necessary matters.

제2조
Article 2

특별위원
Special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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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권위원: 본 회의의 필요에 따라 임용하되 임무, 임기 및 임원은 본 회에서
정한다. 전권위원은 그 처리결과를 본회에 보고하므로 해체된다.
Executive Commission: At the present Presbytery meeting, according to the recognized
needs, [an Executive Commission may be formed] with its business, its term, and the
commissioners decided by the Presbytery. The Executive Commission, after giving the
report of the results, shall be dissolved.
재판국: 재판국 설치는 권징조례에 준하고 본 회가 위임한 재판 사건만 처리하여
전말을 노회에 보고함으로 끝난다.
Judicial Commission: The installation of the Judicial Commission shall be based on the
BCO Rules of Discipline, and the Commission shall deal only with a commissioned
judicial matter and be dissolved after reporting a full account of the matter to the
Presbytery.

감사
Audit
1) 감사는 2 인으로 하되 봄 노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The Audit shall be conducted by two (2) members elected at the Spring Presbytery and their term
shall be one (1) year.
2) 가을 노회 개회 전에 재정을 감사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Before the Fall Presbytery, an Audit of the Finances shall be done, and a report given at the
Presbytery.

제4조
Article 4

법인
Corporation
제1항
Section 1

법인은 President 1 인, Secretary 1 인, Treasurer 1 인으로 구성한다.
The Corporation shall consist of one (1) president, one (1) secretary and one (1) treasurer.

제2항
Section 2

법인의 President 는 노회 의장이 담당하고 Secretary 는 노회 서기, Treasurer 는
노회 회계로 한다.
The President of the Corporation shall be moderator of the Presbytery, the Secretary of
the Corporation, shall be the stated clerk of the Presbytery, and the treasurer of the
Corporation shall be the treasurer of the Presbytery.

제3항
Section 3

법인은 정부에 대해 본 노회를 법적으로 대표한다.
The Corporation shall be the legal representative of the Presbytery to the government.

제 6 장 - 목사 및 장로의 임직
Chapter 6: Installation of Teaching Elders and Ruling Elders
제1조
Article 1

목사
Teaching Elder
제1항
Section 1

목사의 위임식은 노회가 허락한 후 1 년 이내로 전권위원회가 거행하도록 한다.
The Installation Service of the Teaching Elder shall be conducted by the Executive
Commission within one year of approval by the Presbytery.

제2항
Section 2

목사회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정회원의 의무를 3 년 동안 감당치 않은 경우에는
3 년째 되는 해에 노회 서기가 해당 목사 회원에게 서면 통보를 한다. 만일 차기
노회에서 해당 목사 회원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책벌없이 제명한다. 만일
참석할 경우, 해당 목사 회원의 사유를 들어 보고 투표하여 2/3 이상의 찬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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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을 유지하도록 한다. 추후 이로 인해 비롯된 모든 문제는 총회헌법에
제시되어 있는 절차를 따르기로 한다.
Any Teaching Elder who is negligent in the duty of the Presbytery without any special
reason for three years, a stated clerk will notify a teaching elder who has been negligent
in the duty of the Presbytery for three years with a written letter. If he is not attending at
the next presbytery meeting, then a presbytery will remove his membership form the
presbytery without any disciplines. If he is attending at the next presbytery meeting, then
he can keep his presbytery membership with 2/3 of the vote. Any related agenda shall be
dealt with according to the BCO.
제2조
Article 2

장로
Ruling Elder
장로는 헌법 제 8 장 3 조 에 의하여 선출하고 임직하되 지 교회의 청원시에는 노회가
고시하고 임직을 도울 수 있다.
Ruling Elders shall be elected and installed according to BCO 8-3 but the Presbytery can examine and
assist the installation at the request of the member church.

제7장 - 재정
Chapter 7: Finances
제1조
Article 1

본 회의 재정은 지 교회의 상회비와 특별헌금 및 기부금으로 한다.
The finances of the Presbytery shall be from financial contributions from member churches, special
offerings, and donations.

제2조
Article 2

노회원과 총대의 여비는 개 교회가 부담한다.
The expenses of the Presbytery members attending the stated meeting shall be paid for by each
member church.

제 8 장 - 시찰회
Chapter 8: Regional Fellowship Meeting
제1조
Article 1

시찰은 그 지역 노회 회원 목회자들이 서로 친교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의 교회 형편을
알고 기도하며, 협력 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e Regional Fellowship is for the ministers of the Presbytery within their local region
to have fellowship together, encourage one another, pray for the concerns of each others churches, and
cooperate together.

제2조
Article 2

시찰은 경계는 노회가 정한 다음과 같은 지역으로 한다.
The boundary of each Regional Fellowship is as following.
1) 중부 시찰회는 조지아 주
Central Regional Fellowship is the state of Georgia
2) 남동부 시찰회는 플로리다 텔라하시 동쪽
Southeast Regional Fellowship is the East region of Tallahassee in the state of
Florida.
3) 남서부 시찰회는 플로리다 텔라하시 서쪽, 알리바마 주,미시시피 주
Southwest Regional Fellowship is the west region of Tallahassee in the state of Florida, the state
of Alabama, and the state of Mississippi
4) 동부 시찰회는 노스케로니아 주, 사우스케로니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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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ern Regional Fellowship is the state of North Carolina, and the state of South Carolina
제3조
Article 3

시찰 봄정기 노회시 각 시찰별로 시찰장을 선출한다.
The chairman of each Regional Fellowship shall be elected at the Spring Stated Presbytery.

제 9 장 - 부칙
Chapter 9: Supplementary Provisions
제1조
Article 1

본 규칙 수행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만국 통상회의법에 준한다.
When the application of these Standing Rules is unclear, commonly accepted meeting rules shall be
applied.

제2조

Article 2

본 규칙을 개정코자 할 때는 규칙부나 정규 회원 ¼ 이상의 발의로 정기 노회에서 출석회원
3 분의 2 이상의 가결을 요한다. 단 개정안은 노회 개회 1 개월 전까지 전 회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Amendments to the Standing Rules shall be submitted by either a fourth (1/4) of the By-Laws and
Regulations Committee or a fourth (1/4) of the Presbytery members, and shall be approved by twothirds (2/3) of the Presbytery members who are present at the Stated Presbytery. The content of the
Amendments shall be sent to all Presbytery members at least one (1) month prior to the Stated
Presbytery meeting.

제3조
Article 3

본 규칙은 노회 통과 즉시로 발효한다
The Standing Rules shall take effect as soon as it is approved by the Presbytery.

1986
1987
1987
1992
2001
2001
2004
2005
2006
2007
2010
2011
2014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2016 년

11 일
28 일
19 일
6일
2일
8일
12 일
3일
2일
8일
4일
12 일
8일

노회에서 임원회에 일임(통과)
제2회
제3회
노회에서 검토
제4회
노회에서 최종 수정 및 개정
제 14 회 정기노회(제 8 조 2 항 개정)
제 31 회 노회에서 임원회에 일임(통과)
제 32 회 노회에서 수정(PRTDOPT1001AD)
제 37 회 노회에서 수정
제 40 회 노회에서 수정
제 42 회 정기노회에서 수정(3 장 10 조 5 항을 삭제하고, 9 장을 새로 삽입함)
제 44 회 정기노회(가을)에서 수정
제 50 회 정기노회(가을)에서 수정 (8 장 2 조 4 항을 수정)
제 51 회 정기 노회(봄)에서 수정 (6 장 1 조 2 항을 수정)
제 58 차 정기노회(가을))에서 개정 (3 장 2 조 제 1 장 1)부터 9)까지를 삭제함)
개정 3 장 2 조에 있는 선교부를 국내선교부와 국외 선교부로 나누어 2 항을
국내 선교부로 3 항을 국외 선교부로 하고 다음 항목은 자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다.
제 2 장 4 조 2 항 11)을 삽입함

4월 6일

제 61 차 정기노회 (봄)에서 수정 (3 장 2 조 6 항 1 을 수정: 각 당회는 당회록 검사를
봄과 가을 정기노회때 검사를 받는다 (일년에 두번)로 수정하다.

11 월
4월
10 월
10 월
4월
10 월
4월
10 월
10 월
10 월
10 월
4월
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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