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년 연합감리교회 교단특별총회를 위한 총감독회 발표내용 요약   

1. 연합감리교회 총감독회 Council of Bishops 는 지난 5 월 4 일, 2019 년 2 월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에서 개최될 

교단특별총회에 제출할 the Commission on a Way Forward(특별위원회) 연구보고서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청원안과 관련 보고서는 총회 청원안 마감일인 7 월 8 일 이전까지 교단총회 공식언어(영어/불어/스페인어)로 

번역되어 발표될 것이다. 

2. 총감독회는 그동안 특별위원회와 총감독회가 논의해 온 전통주의 모델, 하나의 교회 모델, 3 지역총회 모델 – 

관련 보고서를 총회청원안의 형태로 제출한다.   

All three plans (The Traditionalist Plan, The One Church Plan and the Connectional Conference Plan) for a way 
forward considered by the Commission and the Council. 

2-1) 전통주의 모델 The Traditionalist Plan 은 현재의 교단 장정(헌법)안에 있는 인간의 성(동성애)문제 관련 

규정을 재확인하고, 그 법적 책임과 집행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2-2) 3 지역총회 모델 the Connectional Conference Plan 은 개체교회가 보수-중도-진보 성향의 연회를 선택하여 

소속하고, 그에 기반한 3 개의 지역총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모델은 장정 안의 헌법개정안을 포함하게 

되므로 대의원 2/3 의 찬성으로 통과되어 2/3 이상의 지역연회에서 2/3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개정될 수 있다.  

2-3) 하나의 교회 모델 The One Church Plan 은 첫째, 현 장정에 있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동성애”라는 

표현을 비롯한 동성애 관련 금지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동성결혼 허용, 연회의 

동성애자 목사안수 등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둘째는 동성결혼 및 동성애자 목사안수를 지지하지 않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한 보호 assurances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 모델은 인간의 성문제와 관련하여 

아프리카를 포함한 미국 외 지역에서 현재와 같은 장정의 동성애관련 제한내용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지역과 상황에 맞는 다문화교회/글로벌 교회로서의 입장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은 개체교회와 지역연회의 

자율성은 확대하고, 동성애 관련한 제약조건을 없애는 방안이다.  

3. 위의 세 모델 중에서 총감독회는 “하나의 교회 모델”을 추천한다.  

The Council’s recommendation of the One Church Plan. 

4. 세가지 모델 보고서에 총감독회/특별위원회 토론과정의 역사적 대화내용을 포함한다.  

An historical narrative of the Council’s discernment process regarding all three plans. 

5. 배경: 연합감리교회 교단과 교회는 이 문제를 고민하며 함께 걸어온 총감독회와 특별위원회의 논의과정과 

총회 대의원들에게 공개함으로 문제에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세가지 모델에 대한 지지의견이 모두 총감독회 

내에 있으며, 글로벌교회로서의 고민과 가치를 모두 반영하고 있다. 총감독회는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를 위해 

“하나의 교회 모델”을 다수결로 결정, 추천한다.  

Rationale:  In order to invite the church to go deeper into the journey the Council and Commission have been on, the 
Council will make all the information considered by the Commission and the Council of Bishops available to the 
delegates of the General Conference and acknowledges there is support for each of the three plans within the 
Council.  The values of our global church are reflected in all three plans.  The majority of the Council recommends 
the One Church Plan as the best way forward for The United Methodist Church. 

6. 총감독회의 요청에 따라, 교단의 대법원 사법위원회 (5/22-25)는 특별총회 청원안과 관련한 헌법일치 및 

불일치 관련한 판결내용을 미리 심의하여 답변할 예정이다.  

총감독회 공식 보도자료  United Methodist Bishops Recommend a Way Forward 
http://www.umc.org/news-and-media/united-methodist-bishops-recommend-a-way-forward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UMCom 총감독회 관련 기사 Bishops propose plan for Way Forward 
http://www.umc.org/news-and-media/bishops-propose-plan-for-way-forward 

공보부 한인연합감리교회 웹사이트 총감독회 관련 한어기사: 특별총회 Update - 감독들의 제안 
http://www.koreanumc.org/news/Bishops-propose-plan-for-Way-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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