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년 아틀란타 비젼 선언문/2014 Atlanta Vision Statement 

해외한인교회 교육과목회협의회는 2014 년 2 월 25 일부터 27 일까지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에서 제 9 차 아틀란타 대회를 “디아스포라여,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젼을 

꿈꾸라” (신명기 4:6-9) 라는 주제로 모이게 됨을 감사하며, 다음과 같은 배움과 비젼을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나눈다. 

The 9th gathering of the Council on Overseas Korean Churches for Education and Ministry 

met at the Korean Community Presbyterian Church in Atlanta between 25-27 February 

2014 on the theme “Diaspora, Continue the Covenant for the Next Generation” (Deut 4:6-

9). We as the participants of this gathering share the following learnings and visions. 

1. 우리는 한인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그 동안의 경험과 신앙의 유산을 

토대로 교회 본연의 선교 사명에 매진하기로 한다.  

We affirm the identity and mission of the Korean church to pursue the original 

mission of the church recognizing the experience and heritage of faith  

2.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next 

generation (otherwise known as the millennial generation) and the need to 

understand their context in order to work effectively with them. 

 

우리는 밀레니움 세대라고 부르는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들의 필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위해  그들이 처한 환경과 특징들을 이해하기 원한다. 

 

3. 우리는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기위해 서로을 인정하는 다문화, 여러 세대를 

묶어주는 가정, 온 세대가 함께 하는 예배를 통해 합류의 사역을 도모하기를 원한다.  

 

In order to be a church that passes down faith to the next generation, we mutually 

recognize the importance of multiculturalism, binding many families together, 

worship that brings all generations together, in order to pursue the ministry of 

confluence. 

  

4.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젼이 문화의 전승과 정체성과 언어에 대한 염려에서 

나오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안에서의 희망에 근거하기를 원한다.  

 

We believe that the church’s vision for the next generation vision needs to be 

based on the hope we have in Jesus Christ rather than fear on preserving culture, 

identity and language. 

 



5.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혁신적인 목양 중심의 리더쉽을 통하여 사랑과 기도와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란다. 

 

We desire to create a genuine community characterized by love, prayer and the joy 

of salvation through pastoring leadership. 

 

6. 우리는 여성들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깨닫고 전문성을 개발하여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 

 

We recognize the Holy Spirit has given a specific calling to women to live out their 

faith in the family, church and society as light and salt. 

 

7. 우리는 세계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선교적 자원으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과 계획을 깨닫고 우리가 사는 지역의 복음화 또는 재복음화의 전진기지가 

되기위해 노력한다. 

 

It is the providence and plan of God to use the Korean diaspora as a missional 

resource to evangelize and re-evangelise in missional frontiers. 

 

8. 우리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현상을 인식하고 디아스포라 교회의 노인사역을 

개발하여 그들이 다음 세대의 멘토가 되기를 원한다. 

 

In light of the social phenomena that people are living longer and it is our desire 

that the older generation in the diaspora church be trained in order that they may 

become mentors to the next generation. 

 

9.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한다. 따라서 소수자요  화해자요  

디아스포라인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공통의 기반와 공통의 과제를 

발굴하는 글로발 넷트웍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We desire to establish a community that recognizes diversity. As people who are 

the minority, reconcilers and diaspora, we will try to establish a global network to 

lay common ground and tasks in order to accomplish mission. 

 

10.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향해 일하며 전진하기 위해 모든 세대가 서로 이해하며, 

격려하며, 존경하며, 세워주도록 헌신한다.  

We commit ourselves to continued understanding, enhancing, respecting and 

building up all generations as we work and flow towards a common community 

within the Kingdom of G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