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에 나올 추천안 하나의 교회 플랜 연대적 총회 플랜 “수정” 전통 플랜  

이 요약 표는 <전진 위원회>가 

2019년 특별 총회를 위해 내놓은 

추천안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추가 정보를 원하는 분들은 

다음 사이트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umc.org/topics/general-
conference-2019-special-session   

요약:  

*성관계는 오직 두 성인 사이의 

<일인대 일인 결혼> 언약안에서만 

인정된다 (그러므로 동성 사이의 

결혼도 인정한다). 

*결혼관에 대해 연합 감리교회가 

한 마음이 아닌 것을 인정하고, 

개체 교회가 결혼에 대해 해석하고 

결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목사들은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세속 법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일인 대 일인> 의 

동성 결혼을 주례할 수 있다.  

*장정에 연합감리 교회 소유지 

안에서 동성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용어, 그리고 “동성애 수행을 

자인한 사람들”에 대한 목사 

안수를 금지하는 제한적인 용어를 

삭제한다.   

*교회나 연회에게 동성행위 

자인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지 않으며, 목사들과 개체 

교회들의 신앙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용어를 포함시킨다.    

요약:  

*지금 미국 안에 있는 다섯개 

지역총회를, 세개의 “연결 총회”로 

바꾼다. 세개의 연결 총회는 각각  

결혼과 목사안수기준에 관한 

정의와 그 정의에 맞는 사안들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 총회를 

구성한다  – 진보주의 총회, 

통합주의 총회, 전통주의 총회.  

*세개의 총회는 한 “공통” 

장정(교리, 보편 원칙들, 신앙고백) 

을 쓰되, 각 총회의 목회 상황에 

따라 (앞의 세개를 뺀) 다른 

사항들은 개정할 수 있다.  

*이 플랜은 각각의 연결총회가 

자신의 독특한 실제목회와 연합 

감리교 안에 다양한 신조를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이 계획은 수많은 장정 개정이 

요구된다.     
 
 
 
 
 
 
 

요약:  

*동성애에 관한 현행 교단의 

입장을 고수하며, 책임소재를 

강화한다.  또한 새로와 지고, 

자치적인 교회를 강조할 

감리교회의 장정의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연회, 개체교회,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서는 은혜롭게 

나갈 수 있도록 출구를 제공한다.  

*이 플랜은 사법위원회 결희문 

1366에 따라 조정될 것이다.  



 
 
 

개체교회들 *개체 교회들은 동성애 목회자들과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목회자들을 

파송받을 수도 있으며, 파송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교단이 개체 교회들의 요구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는 

감독에 달려 있다. 

*교회 소유지 안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할 것인가 혹은 금지할 

것인가를 확실한 교회의 정책으로 

문서화해야 한다 (개체 교회가  

투표해야 한다).  

*전체 연합감리교회가 서로 다른 

목회 실천으로 짜깁기한 것처럼 될 

것이다.   

*(탈퇴하려는 이들에 

대한)은혜로운 출구가 없다.  

*개체 교회는 연회가 한 결정에 

따르지 않고, 세개 중 하나의 연결 

총회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개체 교회가 연회을 

동의하지 못할 경우) 그 개체 

교회는 어느 연결 총회에 가입할 

것인가를 투표해 결정해야 한다.   

*개체 교회에 목사 파송은 해당  

연결 총회 안에서만 이루어 진다.   

*동성 결혼은 그 개체 교회가 속한 

연결 총회가 결정한다.   

*목회자 안수 기준은 개체 교회가 

속한 연결 총회가 결정한다.     

*먼저 연회가 연합 감리교회에 

남아 있을지 혹은 탈퇴할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개체 교회가 연회 

결정에 반대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다.  

*만일 연회가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겠다고 결정하면, 남아 있고 

싶은 개체 교회는 투표로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연회가 연합 감리교회에 

남겠다는 결정을 하면, 개체 교회는 

소속 재산을 가지고 떠나겠다고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때 

탈퇴하는 다른 연회에 가입할 수 

있다.   

*연회가 탈퇴 결정을 하면, 남고자 

하는 교회들은 연회 안에 남은 

교회들과 재조정을 한다.  

*탈퇴하는 교회들은 그들의 연금 

분담금을 내야 한다.    

목회자 
 
 
 
 
 
 
 

*유사한 신학적 입장의 교회와 

목회자를 연결시키는 것은 감독에 

의존한다. 그러나 목회자는 

불일치하는 파송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가 없다. 

*목회자는 안수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전출될 연결 총회를 선택한다.  

*(어디서 받든) 안수는 모든 연결 

총회에서 인정되나, 사역은 각 연결 

총회의 기준에 따라 행한다.  

*목회자는 보장된 목회상의 권리와 

함께 (장정의) 현행 동성결혼 금지 

조항을 따라야 한다.  

*감독들은  아무 이유없이 처벌을 

임의대로 기각 시켜서는 안된다.  



 
 
 
 
목회자(계속) 

*목회자는 양심상의 이유로 동성 

결혼식을 거부할 수 있다.  

*LGBTQ 목사 후보자들은, 

안수위원회와 연회 목회자 

모임에서 허락되면, 안수 받아 

파송받을 수 있고, 혹은 허용된 

다른 연회로 이적할 수 있다.  

*감독들과 감리사들의 신앙 양심이 

동성애 수행 목회자를 돌보거나 

파송하는 데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파송 보장은 연결 총회에 따라 

결정된다.  

*어떤 연결 총회에서는교회 숫자와 

목회자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동성 결혼 집행에 대한 첫번째 

혐의에 대한 처벌은 일년간 무보수 

정직 처분이다.  

*두번째 혐의에 대한 처벌은 

안수증 반납이다.  

*교회 법이 현저하게 잘못 적용된 

재판 판결에 대해서는 개체 교회가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동성애를 행하는 자들은 안수나 

파송을 받을 수 없다.  

평신도 *동성애를 행하는 자들에 대한 

결정은 안수 위워회와 연회 목회자 

회의에서 결정되므로, 동성애자 

안수에 대한 평신도들의 의견 

개진은 제한될 수밖에없다.   

*평신도는 교회 소유지 안에서 

동성 결혼식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교인 총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평신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자기 교회에서 동성애자와 동성 

결혼 허용을 위한 투표를  보게 

된다.  

*평신도는 어느 연결 총회에 

가입하게 될지에 관한 지역 총회와 

연회의 결정에 (지역총회 혹은 

연회)대표로서 참여할 수 있다.  

*(원한다면) 다른 연결 총회에 

가입하기 위한 개체교회 총외에 

참여할 수 있다.  

*자신들은 동의하지 않는데, 

그들의 개체 교회는 특정 연결 

총회에 가입하기 위해 투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평신도들은 연회 대표로서 장정을 

강화하거나 혹은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기 위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평신도들은 어느 개체 

교회에서든지 연합감리교회에서 

탈퇴하는투표를 할 수 있다.  

연회 
 
 
 
 

*연회는 투표가 필요없다. 

진보적인 입장이 이전  총회때 나온 

그대로 채택 되었다.  

*지역 총회나 중앙 총회는 단순 

다수 투표로 어떤 연결 총회 가입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연회는 모든 장정을 준수할 것을 

확증해야 한다.  

*장정을 준수하지 않는 연회는 

연합감리교회의 이름, 표식을 



 
 
 
 
 
 
 
 
 
 
연회(계속) 

*중앙 연회는 자신들의 동성 

결혼과 동성애자 안수 문제를 

문서화해야 한다.  

*안수위원회와 목회자 회의는 

평신도 개입 없이 투표를 할 수  

있다.  

*연회가 전통적인 입장을 

채택하려면 목회자 회의가 

긍정적으로 절대 다수 투표를 해야 

한다.   

*전통주의자들은 그들의 연회 

지역에 명백한 동성애자 감독이 

파송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지역 총회나 중앙 총회가 어느 

연결 총회에 가입 결정을 했는데, 

연회가 그 연결 총회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다면  단순 다수결 투표로 

다른 연결 총회에 가입 결정할 수 

있다.  

*연회는 매 4년마다 재 투표할 수 

있다.  

*목회자와 교회는 조직이 바뀌면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곳에 속해 

있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  

사용할 수 없으며, 총회 재정에 

참여할 수 없다.  

*연회가 장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교단 탈퇴 투표를 할 수 있다.  

*연회가 교단에서 탈퇴하더라도 

연회가 원한다면 연합감리교회의 

기관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 

협상할 수 있다.  

*탈퇴하는 연회는 20만불의 무상 

원조를 받을 수 있다.  

감독회 *전 교회의 영적 지도력을 위한 

조직으로 계속된다.  

*감독은 연회와의 신앙 신조에 

맞게 파송된다.  

*만일 감독의 신앙 양심상 LGBTQ 

목사 후보자를 안수할 수 없으면, 

안수 할 수 있는 다른 감독을 불러, 

이를 수행해야 한다.  

*개인적인 신앙 양심과 관계없이 

그 연회를 이끌어야 한다.  

*신앙 양심적으로 LGBTQ 수행 

목회자를 파송하거나 지도할 경우 

감독이 보호받을 수  없다.   

*모든 감독은 전체 교회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다.   

*감독회는 감독을 위한 배움과 

지원 공동체가 될 것이며, 공동의 

협력 관계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관리 권위 기능은 약화 될 

것이다.  

*미국 내 감독들은 오직 그 연결 

총회에 의해 적정 수준의 재정을 

확보한다.  

*중앙 총회 감독들은 전체 

(연합감리)교회 분담금에 의해 

재정을 확보한다.  

*감독의 권한과 책임은 각 연결 

총회에 의애 주어진다.  

*감독들은 모든 장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장정 준수를 서약하지 않는 

감독들은 2021년부터 비용과 

사례를 받을 수 없으며, 다른 자치 

감리교회로 떠날 것을 권고한다.  

*감독들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보장된 권리를 가진 “독립적인 

세계 위원회”가 책임 

여부를묻는다.   
 



*각 감독은 소속 연결 총회를 

선택하고, 그 총회의 요구에 

부응한다.  

총회 기관들 
 
 
 
 
 
 
 
 
 
 
총회 기관들(계속)  

*현행대로 유지된다.  

*명백하게  LGBTQ 행사에 

지원한다.  

*재정 능력이 떨어지면, 위원회와 

기관들은 전략적 구조 조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연금관리회사, 총회재정부, 

연합감리교구제부, 문서보관소, 

부분적인 세계선교부, 그리고 

Publishing House는 전 교회적으로 

재정 확보. 

*특별 대책반이 각 총회 기관들을 

평가하여 2025년까지 새로운 

연합감리교회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프로그램 기관들은 관계가 

결정되는 연결 총회만 위해 일하게 

될 것이다.  

*모든총회 기관과 위원회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각 기관은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해서 새로 만들어진 자치 

감리교회들과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재정능력이 떨어지면 위원회와 

기관들은 전략적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이다. 
 

연관 기관들 *연관조직들에 대한 변화는 없다.  

*일부 독립적인 보수적 기관들은 

더이 상 연합감리교회와 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연회나 지역총회가 가진 재산들은 

새로운 연결 총회에 속하게 된다.  

*기관들은 내규가 허락하는 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연결 총회들과 

관계를 선택할 수 있다.  

*기관의 내규가 허락하는 행위를 

선택하는 한 변화 없다.  

*만일 연회가 연합 감리교회를 

탈퇴한다면, 소유하던 기관이나 

연관된 기관들은 그들이 내규에 

규정된 연결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 

연회와 함께 떠난다.   

재정과 연금  *Westpath 는 연합감리교회에서 

탈퇴할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두개의 제안을 추천해 놓은 상태다.   

*Westpath 는 연합감리교회에서 

탈퇴할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두개의 제안을 추천해 놓은 상태다.  

*Westpath 는 변함없이 존속하여 

연결 총회와 협력할 것이다.  

*Westpath 는 연합감리교회에서 

탈퇴할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두개의 제안을 추천해 놓은 상태다.  

*탈퇴하는 교회들은 미 지급 연금 

(1982년 이전 목회했던 은퇴자에 



 

*Westpath는선택된 연결 총회에 

따라 교회들과 연금 지급액을 

분배할 것이다.  
 

약속한 연금)의 적정액을 지불해야 

한다.  

*탈퇴하는 목회자들에게는 추정된 

미래 연금을 개인의 투자 계정으로 

전환시켜 줄 것이다.  

감독 기금 *무변화 *중앙 총회는 무변화; 미국내 

교회들은 연결 총회에 따라 사례와 

비용이 산정.  

*무변화 

Central Conference(중앙 지역 총회) 
 
 
 
 
중앙 총회(계속)  
 
 
 

현재  LGBTQ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목사 안수나 동성결혼 실행에 관한 

사항은 연회 자체로 결정 문서화 할 

필요가 있다.  혹은 총회가 결정한 

문서에 따라 행할 수 있다.   

*중앙 연회는 자체적으로 연결 

총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미국의 

세개 연결총회 중 하나에 합류를 

택할 수도 있다.  

*중앙 연회는,  LGBTQ 수행 

감독들도 참여하는 전체 교회의 

감독회의 회원이 될 수는 있으나, 

중앙 연회의 권한은 그들이 섬기는 

연결 총회에 제한된다.    

*중앙 연회는 LGBTQ 수행 

목회자들과 또 일부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교회들이 존재하는 

교회의 일부가 된다.    

*현행 제도에 변화가 없다. 다만 

교회의 장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며, 연합감리교회를 떠나 새로 

분리된 자치 감리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