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공동체교회: 연합감리교회 소속한 멤버십 부분만 보고한다 
1. 전년도 마감 시 보고된 총 고백교인 수 ..........................................................................................................................................................      1)      + 
    전년도 개체교회 보고서 9 항목에 보고된 수를 이곳에 입력한다. 전년도 보고의 수정을 위해 이 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가능한 이 
항목은 연회 통계담당자가 제공한다.. 
      2.a. 금년 신앙고백을 통해 입교한 수 ................................................................................................................................................   2.a)      + 
      2.b. 세례성약 재확인을 통한 복귀자 수 ...........................................................................................................................................   2.b)      + 
      2.c. 전년도 총 고백교인 수 오류 수정에 의한 가산 수 ..................................................................................................................   2.c)      + 
      3. 다른 연합감리교회에서 이적한 수 ................................................................................................................................................     3)      + 
      4. 타 교단에서 이적한 수 .....................................................................................................................................................................     4)      + 

 5.a. 구역회 결정에 의해 제명된 수 ....................................................................................................................................................   5.a)      - 
 5.b. 고백교인에서 탈퇴한 수 ...............................................................................................................................................................   5.b)      -  
 5.c. 전년도 총 고백교인 수 오류 수정에 의한 감산 수 ..................................................................................................................   5.c)      - 
 6. 타 연합감리교회로의 이적 수 ........................................................................................................................................................      6)      - 
 7. 타 교단으로의 이적 수 .....................................................................................................................................................................      7)      - 
 8. 사망에 의한 제적 수..........................................................................................................................................................................      8)      - 
9.    금년 마감 시 보고된 총 고백교인 수 ....................................................................................................   9)      = 

1+(2.a+2.b+2.c+3+4)-(5.a+5.b+5.c+6+7+8)=9를 통해 얻어진 수를 이곳에 입력한다. (아직 고백교인이 아닌) 소속교인, 

협동교인은 고백교인으로 포함 시키지 않는다.  
 
이어지는  항목들은 각 교인이 밝히는 인종구분이거나, 또는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보고이다. 각 교인은 아래의 그룹 중 오직 하나에만 포함되어야 한다. 9.a 항목부터  
9.g 항목까지의  총 교인 수는 9항목에  입력된 숫자와 동일해야 한다.  
9.a. 아시안계     9.a)       
아시아 , 동남아시아, 인도 대륙 원주민의 혈통이나 자손인 교인들. 이 지역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인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파키스탄 ,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 타이완, 태국, 베트남 등이 포함된다.  
9.b.  아프리카계  미국인/흑인   9.b)       
“아프라카계 미국인”이나 “흑인”으로 자신을 분류하는 아프리카, 카리브해, 북미, 중미, 남미 아메리카의 혈통이나 자손인 교인들 
9.c. 히스패닉/라틴계...............................................................................................................................................................................................   9.c)       
인종에 상관 없이 중미, 쿠바,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남미, 혹은 스페인 문화와 자손인 교인들 
9.d. 미원주민계 ........................................................................................................................................................................................................   9.d)       
알라스카 원주민, 미원주민, 에스키모, 북미 원주민 자손이거나 혹은 부족에 소속되거나 공동체 확인을 통해 문화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교인들 
9.e. 태평양  섬 주민계 9.e)       
피지 , 괌, 하와이, 사모아, 통가를 포함한 태평양 섬 주민의 혈통이나 자손인 교인들 
9.f. 백인계 ..................................................................................................................................................................................................................     9.f)       
유럽 , 중동, 북아프리카, 구 소련의 혈통이나 자손인 교인들 
9.g. 다민족계 ................................................................................................................................................................................................................   9.g)       
다른  6개 카테고리에서 2개 이상 혈통이거나 자손인 교인들 
남녀  고백교인 수를 보고한다. 아래 두 칸에 입력한 수의 합계가 9항목의 수와 일치해야 한다 .  
9.h. 여성  ...................................................................................................................................................................................................................   9.h)       
9.i. 남성    .................................................................................................................................................................................................................    9.i)       
10. 모든  주중 예배 참석자 평균 ......................................................................................................................................................................................   10)       
매주  모든 주요 예배 참석자 수의 평균을 보고한다. 만약 주일 아침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이들이 주로 참석하는 다른 예배가 있는 경우, 그 참석자 수도 보고되어야 한다.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어린이 포함)의 수를 산출한다.  
11.a.  금년  세례자 수 (0-12 세)  ..................................................................................................................................................................................  11.a)       
11.b.  금년  세례자 수 (13 세 이상)  ..............................................................................................................................................................................  11.b)       
12. 고백교인이  되지 않은 총 세례교인 수 .....................................................................................................................................................................     12)       
교회의  세례교인으로 아직 고백교인 서약을 하지 않은 모든 사람의 수를 보고한다. 세례교인이기는 하지만 (탈퇴나 구역회 결정에 의해) 고백교인에서 제명된 이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13. 교회의  다른 구성 교인 수 ........................................................................................................................................................................................    13)       
세례  받지 않은 아동, 교회학교 멤버, 교인은 아니지만 교인과 관계가 있고 교회에서 목회적 책임을 가지는 이들 모두의 수를 보고한다. 이들은 교회 구성교인 명부에 
기록된다 . 
14. 금년  견신례 준비반 등록자 수 .................................................................................................................................................................................    14)       
금년에  견신례 준비반에 참여한 모든 연령층 사람들의 수를 보고한다. 견신례를 마치고 교인이 된 이들은 2.a 항목에도  보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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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 그리스도인  형성 그룹과 다른 소그룹 사역 참여자에 관한 보고  
이 항목들에는 교회의 그리스도인 형성 그룹에 일부 또는  모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를 입력한다.  
한 그룹 이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한 번으로 입력한다. 크리스천 형성 그룹들은 주로 주일 아침에 모이는 그룹들이지만, 성경과 영적 생활, 크리스천 양육에 대한 참여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향상시키는 어떤 형태의 클래스나 소그룹도 포함될 수 있다. (장정  256조항 1a-d) 전적으로  교회 교육사역과 통합된 경우에 한해서 다른 기관들(스카우트 
등)이 후원하는 그룹들도 포함시킨다. 
 15. 모든  크리스천 형성 그룹과 다른 소그룹 사역에 참여하는 아동 수 ................................................................................................................  15)      + 
 일반적으로  아동은 0-11 세까지를  말한다. 리더로 섬기는 이 연령층의 아동들이 포함된다. 

 16. 모든  크리스천 형성그룹과 다른 소그룹 사역에 참여하는 청소년 수 ..............................................................................................................  16)      +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12-18 세까지를  말한다. 리더로 섬기는 이 연령층의 청소년들이 포함된다. 
 17. 모든  크리스천 형성그룹과 다른 소그룹 사역에 참여하는 청장년 수 ..............................................................................................................  17)      + 
 일반적은  청장년은 19-30 세까지를  말한다. 리더로 섬기는 이 연령층의 청장년이 포함된다. 
 18. 모든  크리스천 형성그룹과 소그룹 사역에 참여하는 장년 수 .........................................................................................................................  18)      + 
 일반적으로  장년은 31세 이상을 말한다. 리더로 섬기는 이 연령층의 장년이 포함된다. 
            19. 크리스천  형성그룹과 소그룹 사역 참여자 총수 ............................................................................................................................................  19)      = 

            15-18항목의  수를 더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모든 주일 교회 그룹과 다른 그룹 참여자 총수를 보고한다.  
 
20. 주간  별 (모든  연령의) 주일학교 평균 참석자 수  .....................................................................................................................................................  20)       
 주일학교로  모이는 모든 교육반과 그룹 세션  참석자들의 주간 별 평균 참석자 수를 보고한다.  
21. 여름성경학교  참석자 수 ..........................................................................................................................................................................................  21)       
 교회  자체 여름성경학교나 다른 교회들과 연합해 치러지는 여름성경학교를 포함한 유사한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수를 보고한다.  
22. 주일학교에서  진행하는 수업과 다른 소그룹 수. .......................................................................................................................................................  22)       
 1년 동안 주일학교에서 매주 있었던 수업과 소그룹 총 횟수를 보고한다.  
23. 주일학교  이외의 (모든 연령층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업과 다른 소그룹 사역들의 수. .......................................................................................  23)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모이는 소그룹을 포함해, 주일학교 이외에 매주 가끔 모이는 수업과 소그룹의 총 횟수를 보고한다.  
24. 단기적인  (모든 연령층 대상의) 수업과 소그룹 수 ....................................................................................................................................................  24)       
      1년 미만의 수업이나 그룹들의 총 횟수를 보고한다. 제자 성경공부반도 이곳에 포함한다.  
 

25.a. 연합감리교회  남선교회 회원 수 .........................................................................................................................................................................  25.a)       
      남선교회  회장이 보고한 총 회원 수를 보고한다. 
25.b. (남선교회 ) 프로젝트 지불액 ..............................................................................................................................................................................  25.b)       
      개체교회와  지역사회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선교회가 선택한 다른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위해 지불된 금액을 보고한다. 

26.a.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 수 .........................................................................................................................................................................  26.a)       
      여선교회  회장이  보고한 회원 총수를 보고한다. 
26.b. ( 여선교회 )의 개체교회와 지역사회 사업을 위해 지불된 금액 .............................................................................................................................  26.b)       
      개체교회와  지역사회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선교회가 선택한 다른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위해 지불된 금액을 보고한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사업을 위해 지방회나 
연회의  회계에게 보낸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27.a 개체교회에서  파견된 연합감리교회 자원봉사선교팀 수 ......................................................................................................................................  27.a)       
 연합감리교회  자원봉사선교와 제휴한 팀들만 보고한다. 
27.b 개체교회에서  연합감리교회 자원봉사선교팀으로 파견된 봉사자 수 ....................................................................................................................  27b)       
 연합감리교회  자원봉사선교와 제휴한 팀으로 파견된 봉사자 수만 보고한다. 
28. 선교  참여자 수 ........................................................................................................................................................................................................  28)       
 이웃과  지역, 세계 속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회 사역을 위해 참여한 사람들의 수를 보고한다. 이 수에는 지역 푸드 프로그램 , 선교팀, 재해 구호, 이외의 선교 
노력들을  포함해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어떤 사역이나 포함된다. 27.b 항목으로  보고된 사람들도 포함된다.  
29. 데이케어와  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사역의 혜택자 수 ................................................................................................................................................  29)       
 지역사회를  위해 데이케어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의 사역들(아동  혹은 성인 데이케어 , 방과후 학교, 여름 데이캠프, 프리스쿨/보육원, 놀이방, 청소년 락인, 
어학원  등) 혜택을 받은 (교인과  비교인을 포함한) 사람들의 총 예상 수를 입력한다.  
30. 지역사회  돌봄과 정의, 자선을 위한 지역사회 사역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수 ........................................................................................................  30)       
 지역사회  돌봄과 사회 정의, 자선의 수단으로 교회에서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있는 사역들(부흥회, 지역사회 이벤트, 푸드뱅크, 노숙자 쉼터, 법률 서비스, 지역사회 
간호사 , 교도사 사역 등)의 혜택을 받은 (교인과  비교인을 포함한) 사람들의 총 예상 수를 입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